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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4분기 발효된 양자간 조약

I. 2019년도 1/4 분기 신규 발효조약
목록

II. 조약별 개관
1.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2019년도 1-3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양자
조약 중 발효된 조약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
한 협정
-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
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7년 3월 2일 리마에서
서명
- 발효일: 2019년 1월 1일 (조약 제2405호)
- 관보게재일: 2018년 12월 31일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
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의 한국해외
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

• 주요내용
- 양국 파견근로자의 상대국 연금보험료 납부
를 최초 4년동안 면제(합의시 1년 연장 가능)
-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산정시 상대국 연
금 가입기간을 합산

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
의 양국 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에

2.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관한 양해각서
-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
의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8년 9월 24일 뉴욕에서
서명
- 발효일: 2019년 1월 1일 (조약 제2404호)
- 관보게재일: 2018년 12월 31일

◦ 고시류 조약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
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 주요내용
- 단계별 양허유형 G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9-

차 관세 폐지 일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한다.

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

-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약정

볼 수 있는 미합중국산 자동차의 범위를 직전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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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에 대한민국에서의 판매량이 25,000대 이

티에서 서명

하인 제작사가 생산한 자동차에서 50,000대

- 발효일: 2019년 1월 5일 (조약 제2411호)

이하인 제작사가 생산한 자동차로 변경하고,

- 관보게재일: 2019년 3월 26일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미합중국산 자동차에 설치되도록 고안된 교
체부품은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
하는 것으로 보도록 한다.

• 주요내용
- 대한민국 정부는 벨리즈에 한국해외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해외봉사단에 국제여비, 월 생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
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계비, 물자 및 의료보급품을 지급한다.
- 벨리즈 정부는 한국해외봉사단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8년 9월 24일 뉴욕에서
서명

대한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을 면
제한다.
- 벨리즈 정부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해

- 발효일: 2019년 1월 1일 (조약 제2403호)

외봉사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 관보게재일: 2018년 12월 31일

모든 조치를 한다.

• 주요내용
- 미합중국 관세양허표를 개정하여 화물자동차

5.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
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일부 품목에 대한 미합중국의 기준관세율을
협정 이행 29년차까지 유지하고 3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가 되도록 한다.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대면 검증의 상세절차 관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8년 11월 27일 부에노
스아이레스에서 서명

련 규정을 정하고 일정한 경우 덤핑률･상계가능

- 발효일: 2019년 1월 26일 (조약 제2407호)

보조금 지급비율 계산방식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 관보게재일: 2019년 1월 24일

-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행위 등이 투자자의 기대와 불일치

• 주요내용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우의 최소기준 위

- 각 당사자는 수수료 없이, 사증 신청 시 18세

반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동일한 정부 조치

이상 30세 이하일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

에 대하여 다른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가

족하는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에게 1년

개시되었거나 계속된 경우 이 협정에 따른 분

간 유효한 복수입국 취업관광사증을 발급한다.

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한다.

- 당사자는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다른 쪽 당
사자 국가의 국민이 그들의 여행자금 충당을

4.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
사업에 관한 협정

위하여 관광의 부수적 측면으로서 취업하는
것을 허용한다.
- 당사자는 그들이 접수한 어떤 취업관광사증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8년 12월 6일 벨리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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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청도 거부할 수 있다.

▶▶▶ 2019년 1/4분기 발효된 양자간 조약

6.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양
국 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양해
각서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8년 4월 24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9년 2월 1일 (조약 제2408호)
- 관보게재일: 2019년 2월 11일
• 주요내용
- 각 당사자는 사증신청자가 유효한 여권을 소
지한 경우, 최대 5년간 유효하고 매 방문 시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하도록 한다.
- 사증 수수료는 미화 90달러 상당으로 하며,
해당 사증 소지자는 체류기간 동안 접수국의
국내법령을 준수하고 관습을 존중하도록 한다.
7.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
무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8년 9월 28일 뉴욕에서
서명
- 발효일: 2019년 2월 27일 (조약 제2409호)
- 관보게재일: 2019년 2월 27일
• 주요내용
-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특
정 노선에서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
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
사를 지정하고,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
약당사자의 지정에 따라 적절한 운항허가 등
을 부여한다.

8.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일반사항
- 각서교환일자 및 장소: 2019년 1월 21일 /
2019년 2월 11일 런던에서 교환
- 발효일: 2019년 3월 13일 (조약 제2410호)
- 관보게재일: 2019년 3월 18일
•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기관을 전발보안부장
에서 정보기획부장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 영국의 비밀 분류체계의 변경에 따라 군사비
밀정보 분류 등급표를 수정하고, 영국은 한국
의 군사III급 비밀을 영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UK SECRET 수준으로 보호하며, 우리나라는
영국의 비밀 중 비밀 분류 등급에서 없어진
UK CONFIDENTIAL 등급의 비밀을 계속하
여 우리나라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III급 비밀
수준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III. 고시류 조약
1.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 서명일자 및 장소: 2018년 11월 22일 리마에
서 서명
- 발효일: 2019년 1월 1일 (고시 제914호)
- 관보게재일: 2018년 12월 31일
2.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9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서명일자 및 장소: 2019년 3월 15일 프놈펜에
서 서명
- 발효일: 2019년 3월 15일 (고시 제915호)
- 관보게재일: 2019년 3월 26일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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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체결 동향

2019년도 1/4분기 발효된 다자조약 개관

I. 2019년도 1/4분기 개정된 다자조약
목록
◦ 2019년도 1/4분기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한 다자

- 발효일 : 2019년 01월 01일
- 기탁처 : WTO
• 우리나라 관련사항

조약 중 개정되어 발효한 협정은 다음과 같다.

- 발효일 : 2019년 01월 01일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

- 관보게재일 : 2018년 12월 31일

속서 3(무역정책검토제도)개정
• 주요내용
-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증가에 따른 무역정책

II. 협약 개관

검토 제도 미수검국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3(무역정책검토제도)개정” 발효(Amendment of
the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7년으로 각각 연장하여 무역정책검토제도의

•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7년 07월 26일 (일반이
사회에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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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주기를 기존 2년, 4년, 6년에서 3년, 5년,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논문 및 연구보고서

나고야의정서상의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제(GMBSM)
도입 논의에 대한 주요국, 기타 국제기구 및
이해관계자들의 대응 동향
김 두 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I. 머리말

및 관련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TK)의
이용으로부터 상당한 이익 공유의 혜택을 기대하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

였던 개도국 등 많은 유전자원 제공국들이 양자체

sity: CBD) 제13차 당사국총회 및 나고야의정서

제4)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법제 구축에 대한 역

(Nagoya Protocol) 제2차 당사국회의에서 당사국

량 부족 및 양자체제로 인해 기대했던 이익공유의

들이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 결과나 혜택의 예상과 다른 차이 등으로 인

해당 유전자원이 둘 이상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하여 GMBSM5)의 도입을 더욱더 주장하고 있는

‘월경성 상황’(transboundary situations)이 발생하

것으로 보인다.

거나 또는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이에 기술을 보유한 여러 선진국들과 같이 유전

부여 또는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

자원의 이용국 입장인 우리나라6)는 GMBSM에

하는 경우2) 나고야의정서상의 의무인 ’이익 공유

대한 국제적 동향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PIC)1)의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다자이익공유체제
(Global Multilateral Benefit Sharing Mechanism:
GMBSM)의 필요성 및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
었다. 특히 2010년 10월 29일 채택되어 2014년 10
월 12일 이후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발효된 나
고야의정서3)로 인하여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1) 나고야의정서 제6조는 유전자원등의 이용자에게 그 이용을
위한 접근에 있어서 제공국의 법제에 따른 사전통보승인
(PIC)을 받도록 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제6조 제1항.
2) 나고야의정서에 의하면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유전자원의 제공자에게도 일정한 이익을 공
유하도록 이용자에게 의부를 부과하고 있다.
3)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10월 29일 채택되었으며, 정식명
칭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다.
4) 나고야의정서는 기본적으로 유전자원등에 대한 제공국과
이용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여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양자간 계약에 의해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
하도록 하고 있다.
5) GMBSM, 즉 다자체제는 양자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개도국들 중심의 하나의 대안으로, 나고
야의정서 이행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국가들의 역량을 보완
할 뿐만 아니라 월경성 상황이나 PIC의 부여나 취득이 불가
능한 경우에 해당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이익을 국제사
회가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의 비준 뒤 1년 후에 세부 요건이
적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2017년 1월 17일 제정·공
포하였고, 2017년 5월 19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2017년 8월 17일부터 당사국이 되었다. 김두수, ｢나고야의
정서의 이행: 환경과 통상｣ (박영사, 2018), p.19.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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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에 특히 아래에서는 GMBSM에 대한 주

여 그리고 세계다자이익공유체제의 구축에 대한

요 국가들, 기타 국제기구 및 이해관계자들의 공

의무 여부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식적인 입장을 분석･검토하여 우리나라가 GMBSM
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는데 유익한 자료를 제공

1. PIC의 발급이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하고자 한다. 현재 양자이익 공유체제를 기본적으
로 운영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상황을 고

현재까지 유전자원등에 대한 ‘PIC의 발급이나

려할 때, GMBSM의 도입은 양자체제에서도 제공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으

자에 대한 이익 공유의 부담으로 원가상승등의 부

나, 유전자원이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원산

담이 있는데, 다자체제를 도입하여 의무적으로 이

지를 알 수 없는 현지 외(ex situ)8)인 경우가 해당

익 공유를 하게 된다면 국내 이용자들 즉 의약품,

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사실상 현지 외(ex situ)에

식품, 화장품 등 바이오 산업계의 부담을 가중케

서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경우는 생물다양성협약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CBD) 발효 이전(Pre-CBD)에 진행 또는 처리되
어 이루어진 결과인데, 이는 국제법상 ‘조약 불소
급 원칙’9)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현지 외

II. 나고야의정서상의 GMBSM에 대한
개관
나고야의정서 제10조는 “각 당사국은 월경성 상

(ex situ)를 포함시키더라도 실익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원산지를 알 수 없는 현지 외 유전
자원이 존재해도 대부분 CBD 발효 이전에 처리
또는 진행되어 식물원등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황(transboundary situations)에서 발생하는 또는 사
전통보승인(PIC)의 부여 또는 취득이 불가능한 유
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
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다자이익공유체제(GMBSM)
의 필요성(need)과 양식(modalities)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체제를 통해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가 공유하는 이익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2. 월경성 상황
유전자원등의 ‘월경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도 단순한 월경성 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일한 전통지식을 보유한 ‘토착민족 및 지역공동
체’(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PLC)가 포함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먼
저 ‘동일한’ 전통지식에 대한 정의가 먼저 규명되

을 세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7)라

어야 한다. 또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고 규정하고 있다.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그런데 이러한 나고야의정서는 기본적으로 ‘양자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10), UN 국가

간’ 접근 및 이익 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의 체제로 운영되며, GMBSM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월경성 상황과 PIC의 발
급이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매우 한정적이
다. 따라서 이러한 매우 한정적인 규율이긴 하지만
아래에서는 세계다자이익공유체제의 의미에 대하
7) 나고야의정서,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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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지 외’의 유전자원이란 유전자원이 원산지 즉 ‘현지 내’
로부터 식물원 등으로 이전되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9)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8조.
10) ITPGRFA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1년 UN 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회원국들이 채택
한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2004년 6월 29일에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20일에 가입하여 4
월 20일에 발효된 바 있다. 식량작물의 기원지가 아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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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이원지역(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공자와만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다자간’

등타국

이라는 것은 이익 공유를 받는 대상이 둘 이상이

제조약 등에서의 다자체제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용자가 다

ABNJ)11),

남극조약((Antarctic

Treaty)12)

검토는 나고야의정서 내 다자체제 도입에 큰 시사

수인 경우가 아니라 이익 공유의 ‘수혜자가 다수’

점을 제공할 수는 있는데, 현재 ITPGRFA에서의

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자이익공유체제가 예상과 달리 그리 효율적으

그리고 GMBSM에서 ‘체제’(mechanism)’란 특

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

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하

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는 것으로, 나고야의정서 제10조는 수단과 방법으
로 ‘기금’(fund)이 아닌 ‘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

3. 다자이익공유체제의 의미

고 있다. 즉 수단이나 방법이 ‘기금’인 경우에는
통상 금전적 이익 공유를 의미하나, 수단이나 방

GMBSM에서 ‘다자간’(multilateral) 이익 공유

법이 ‘체제’인 경우에는 금전적 이익 공유 외에 비

는 나고야의정서의 기본 원칙인 ‘양자간’(bilateral)

금전적 이익 공유 방법(교육, 인적 및 물적 인프라

이익 공유와는 구별된다. 나고야의정서상 ‘양자

구축, 지재권 등 정보공유, 기술이전 등을 포함)도

간’이라는 것은 이용자가 발생한 이익을 해당 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13) 그러므로 세계다자이
익공유체제(GMBSM)를 도입하는 경우 반드시 금

리나라로서는 기본적으로 세계 각국의 유전자원을 이용
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후 본
조약은 이익공유기금(Benefit-Sharing Fund: BSF)의 수입
및 운영상 문제가 제기되어 임시 공개 실무그룹(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이 설치되었고, 본 실무그룹은
ITPGRFA상 ‘다자간 접근 및 이익 공유 제도’(Multilateral
System of Access and Benefit-sharing)의 기능 강화를 위하
여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본 회의의 공동의장단은 ‘접
근제도(Access Mechanisms) 및 지불 요율(Payment Rates)
에 관한 공동의장단 동료들(Friends of the Co-hairs Group
on Access Mechanisms and Payment Rates: FoCC)에게 실
무그룹을 위한 직무를 위임하여 활동 및 보고 업무를 수행
토록 하였다. Second Report from the Friends of the Cochairs Group on Access Mechanisms and Payment Rates,
IT/OWG-EFMLS-6/17/Inf.4 참조.
11) UN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은 제7부의 공해 부분(제87조)에서 ‘공
해자유의 원칙’을, 제11부 심해저 부분(제136조)에서 ‘인
류공동유산’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UN 법무실 해양법및
해사분과(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가 UN ‘결정 NP-2/10’(decision NP-2/10)에 대해 CBD
사무국에 제출한 문건에 의하면 나고야의정서 제10조의
GMBSM과 관련 있는 내용을 국가들이 논의 중에 있고, 이
는 UN BBNJ 성안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가 ‘권
고문’(recommendations)을 채택한 상태이며, 2020까지의 대
략의 일정을 언급하며 계속해서 정부간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https://www.cbd.int/abs/submissions/np-2-10/doalos-en.pdf.
12) 남극조약은 나고야의정서 제4조에 따라 나고야의정서의
적용에서 제외되나, 남극조약은 체약국들에게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 과학적 관측 및 그 결과의 교환과 자유로
운 이용을 보장하는 다자체제를 일면 마련하였다.

전적 이익 공유의 의무를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
으로 보인다.

4. 다자이익공유체제의 구축 여부
나고야의정서 제10조는 다자이익공유체제의 구
축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적인 것이 아닌, 당사
국들에게 다자이익공유체제의 도입에 대한 필요
성(need) 및 그 운영에 대한 양식(modalities)에 대
해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 및
‘양식’이란 표현은 이미 생물다양성협약(CBD) 제
19조 제3항에서 “당사자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생명공학에 기인한 변형된 생물체의 안전한 이
전･취급 및 사용의 분야에서 특히 사전통보승인
등을 포함한 적절한 절차를 명시하는 의정서의 필
요성과 그 양식을 검토한다.”14)라고 하여 사용한
바 있다.
13) 토마스 그레이버 외, ｢나고야의정서 해설서｣ (국립생물자
원관, 2014), p.147 참조.
14)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9조 제3항; 토마스 그레이버 외,
supra note 13, p.144.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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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생물다양성법 하에 통보된 ‘2014년 생
물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그리고 이익
공유 규정들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Access

2016년 12월 4일부터 17일까지의 제2차 나고

to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Knowledge

야의정서 당사국회의 결정(Decision NP-2/10)에

and Benefits Sharing Regulations)은 수혜자(bene-

서 사무국은 현지 외 보전기관을 포함하여 당사국

ficiaries)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상업적 이용으로

및 비당사국에게 현지 내 및 현지 외 유전자원과

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은 생물자원이 접근된

관련하여 PIC의 부여 또는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

지역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의 생활(생계) 증진을

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위하여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

GMBSM에 대한 의견 및 이행방법 등에 대한 의

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되도록 하고 있다.17)

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아래에서는 CBD 사
무국에 제출된 의견들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제10조와 관련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
① 인도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단순

1. 의견서 제출 국가
(1) 인도15)
1) 생물자원을 획득할 수 없는 PIC의 존재 여부와 관련
하여
인도는 지금까지 생물다양성법(Biological Diversity
Act)에 상정된 다양한 활동에 대해 1989 개의
ABS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으며, 광범위한 부문
의 경험을 가진 ABS 메커니즘을 이행하는 선도적
국가들 중 한 국가로서 인도는 생물자원을 획득
(확보)할 수 없는 PIC이 존재하는 어떠한 상황도

한 월경성 상황의 발생’은 GMBSM의 필요성
(need)을 갖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단순히 월
경성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무조건
적으로, 당연히 GMBSM이 창설되어야 한다는 것
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인도가 강조하는 것은 오직 ‘합당한 노력
을 기울였음에도’ 원산지국가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과 PIC을 부여하거나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인
지를 검토해야 하며, 이 경우에 GMBSM에 대한
필요성이 지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먼저 중요한 일은 GMBSM에 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16)

한 필요성(need)을 정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

15) https://www.cbd.int/abs/submissions/np-2-10/india-en.pdf 참조.
16)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도 PIC 자체는 국가의 재량행위에 해당되며, 현재 국가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견
해를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일부 당사국들이 나고야의정
서의 국내이행 준비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며, 이는 역량강
화의 문제로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것이 PIC의 부
여나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인 나고야의정서 제10조의 상
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GMBSM과
같은 ‘추가적인 ABS 도구를 협상’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이고, 현재는 양자체제의 정착에 집중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ABS가 국가 주권 및 기타 국제법
원칙들을 존중하며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https://
www.cbd.int/abs/submissions/np-2-10/icc-en.pdf; 일본바이오
산업협회(Japan Bioindustry Association: JBA)도 PIC의 부
여나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을 현재까지 확인한 바 없다고
하였고, 제공국의 ABS법제 불비는 PIC의 부여나 취득이 불

노력’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여 GMBSM에 대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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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나고야의정서 제10조의 2 가지 상황이 ‘합당한
요성이 확립되면, 이에 대한 양식뿐만 아니라 양
식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의 합의가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18)
② 인도는 GMBSM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
속가능한 이용에 세계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생각될 수 있는 가능한 양식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역량강화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https://www.cbd.int/abs/submissions/np-2-10/jba-en.pdf.
17) https://www.cbd.int/abs/submissions/np-2-10/india-en.pdf, p.2.
18) Ibid., p.2.

나고야의정서상의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제(GMBSM) 도입 논의에 대한 주요국, 기타 국제기구 및 이해관계자들의 대응 동향

(modalities)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양자 간 이익

GMBSM의 필요성(need)은 오직 그러한 상황

공유 체제, 제도적 준비의 복잡성, 행정 비용, 의사

들의 실제적/잠재적 사례들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

있다.19)

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고려되

결정, 자금이용 감시 등 쟁점들을 제시하고

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

일본20)

1) 제10조와 제11조의 구별 필요
일본은 나고야의정서 제11조는 월경성 상황을

(3) 아르헨티나24)
1) 아르헨티나가 제시한 고려사항들

다룰 수 있다고 보아, 제10조에 대한 논의는 PIC

아르헨티나는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의 부여 또는 획득이 불가능한 상황에 초점을 두

권리’25)를 재확인 하며, 나고야의정서는 ‘양국 간

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접근법’(양자 체제)이 인정되고 있으며, 나고야의

또한 일본은 GMBSM에 대한 논의에 본격적으

정서 제10조에서 언급된 2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

로 들어가기 이전에, 논의 시작의 전제조건으로

경우 양국 간 접근법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기본사

2 가지 상황들이 실제적으로/잠재적으로 존재하

항을 인정하였다.26) 즉 아르헨티나는 양자 간 체

는 사례들이 있는지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고 보

제를 인정하면서도 GMBSM의 도입 가능성을 인

았다.21)

정하고 있다.

2) 가능한 한 접근 및 이익 공유의 양자 접근법
(bilateral approach) 선호

2) 아르헨티나의 의견
① 아르헨티나는 GMBSM의 목적 그리고 국내

일본의 경우 나고야의정서는 기본적으로 양자

법규에 포함될 수 있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당사국이 (ABS

식(TK)의 경우 및 시나리오를 확인하는 것이 필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아직 개발하지 않았거나

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보았다. 즉 GMBSM이 국

또는 PIC의 부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은 ‘역량강

내입법에 의해 수립될 수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화’*capacity-building)22) 활동을 통해 해결되어야

있는데, 왜냐하면 GMBSM이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며, 따라서 제10조에 대한 고려(논의)에서는 분

는 각국의 주권의 원칙에 따라 어떤 유전자원이

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3)

과연 GMBSM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19) Ibid., p.3.
20) https://www.cbd.int/abs/submissions/np-2-10/japan-en.pdf 참조.
21) 인도가 현재까지 PIC의 부여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능한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한 점은 나고야의정서 제10
조와 관련하여 GMBSM의 도입의 불필요성을 언급한 것
으로, 이러한 인도의 견해는 일본의 견해와 유사한 견해라
고 볼 수 있다.
22) 나고야의정서, 제22조.
23) 일본바이오산업협회(Japan Bioindustry Association: JBA)는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8조에 따라 나고야의
정서는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나고야의정서의 ‘발
효 이전에 취득’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는 적용되
지 않으므로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발효 이전에 취득한
경우를 ‘PIC의 부여나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정하지
않아 GMBSM의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PIC을 아예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의 요건으로

아르헨티나의 견해로 볼 때, GMBSM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잘 준비되어 마련된 제10
규정하지 않는 당사국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PIC의 불요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에 의한 선택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
므로 나고야의정서 제10조 GMBSM의 상황이 아니라고 보
았다. https://www.cbd.int/abs/submissions/np-2-10/jba-en.pdf,
p.1.
24) https://www.cbd.int/abs/submissions/np-2-10/argentina-es.pdf
참조.
25) 나고야의정서 전문에서는 “자국의 자연자원에 대한, 그리
고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 of States)를 재확인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26) https://www.cbd.int/abs/submissions/np-2-10/argentina-es.pdf,
p.1.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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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국내법 및 제도를 개발하지 않은 경우 그 이
행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수 국가가 원산지에 해당되는 경우이거
나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유전자원의 디
지털염기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의 이용의 경우, 이 GMBSM이 사용 가능한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27)
② 명확하게 확인되고 합의되어야 하는 ‘분쟁상
황’에서 해당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해 GMBSM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행의무준수위원회의 전문가의 작업을 통해 다
자 간 체제로 다루어 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경우를 확인 및 분석해야 한다고 하고, 아르헨티
나의 의견으로는 GMBSM이 전략적 의제로서 관
심이 있다고 보았다. 나고야의정서 제10조가 CBD
및 나고야의정서의 3 가지 목적28)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강화수단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
야 한다고 하였다.
ITPGRFA를 포함하여 ABS 제도에 의해 해결
되지 않은 불법적인 생물탐사 오용 사례를 수집하
는 것도 매우 유용하다고 보았으며,29) 이 경우 제
10조의 2 가지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이익을 추징하여 GMBSM에서 순기능
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30)

(4) 멕시코31)
1) IPLC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나고야의정
서 이행 관련 내용
토착민족 및 지역공동체(IPLC)32)는 자신이 보
유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TK)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규정들의 이행에 관한 정보제출이 가능하
나,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하여 ‘보고’할 정보가 없
다고 하였다.
2) 현지 내 또는 현지 외 수집과 관련하여 PIC의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의 실제적 경험
① 현재 멕시코에서 이와 관련한 실제적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나, 가설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제시하였는데, ⓐ 유전자원의 원산지
국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 수 없는 경우, 예를 들
면, 식물표본 같은 현지 외 수집된 유전자원의 접
근, ⓑ 어떤 매체에 등록되거나 문서화된 유전자
원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려고 했으나 언급된 전
통지식의 원소유자들이 이미 멸종된 IPLCs에 해
당된 경우, ⓒ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의 국경지역
에서 그 분포를 발견할 수 있는 유전자원에 접근
하려는 경우. 즉 국경지역이라는 약간은 애매한
지역으로 인접국가에도 해당 유전자원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앞서 말한 합법적인 토지
소유자가 어떤 국가 또는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아
영토 분쟁지역에서 그 분포를 발견할 수 있는 유
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 어느 당사자가 소유

27) Ibid.
28) 이 세 가지 목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공유에 관하여는 Coolsaet, Brendan
and Batur, Fulya, Implementing the Nagoya Protocol: Comparing
Access and Benefit-Sharing Regimes in Europe (Brill-Nijhoff,
2015), p.1을 참조.
29)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에 있어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촉진하고 보호
하는 것은 국제체제상으로 매우 중요하며, ABS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 적용 사례와 실행시 직면하는 문
제점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사라 레어드,
레이첼 윈버그,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사례 연구｣
(국립생물자원관, 2012), p.v 참조.
30) https://www.cbd.int/abs/submissions/np-2-10/argentina-es.pdf,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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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제된 DNA/RNA에 접근하는 경우로서 그 기
원의 문서가 부정확한 경우 등이다.33)

31) https://www.cbd.int/abs/submissions/np-2-10/mexico-es.pdf 참조.
32)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도 IPLC
의 권리 및 전통지식의 중요성에 관하여 중요하게 다루어
오고 있다(The 1957 ILO Convention No. 107 on Indigenous
and Tribal Populations, The ILO Convention No. 169 on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33) https://www.cbd.int/abs/submissions/np-2-10/mexico-es.pdf,
p.1.

나고야의정서상의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제(GMBSM) 도입 논의에 대한 주요국, 기타 국제기구 및 이해관계자들의 대응 동향

3) 제10조의 향후 지향점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과 관련하여, 국가 관할권

멕시코는 GMBSM의 설립과 관련된 기술적 도

이원지역(ABNJ)의 해양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

전(한계 또는 어려움) 및 과제를 인식하고 있고, 유

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유에 관한 쟁점들이

전자원의 국가 주권의 실행은 GMBSM의 설립 여

UN 회원국들에 의해 검토중(논의중) 임을 언급하

하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며, 성안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의 권

즉 멕시코는 가설적 경우를 예를 들며 GMBSM의

고안(recommendations, Section III of the Report)

도입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이 GMBSM으

에 반영되었음을 언급하였다.38) 이에 대하여 구체

로 인해 나고야의정서의 근간인 양자체제가 위협

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나, 이 문제와 다른 관련

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쟁점들이 UN의 후원 하에 개최되는 정부간회의

멕시코는 대유행성 인플루엔자 대응체제34),

에서 계속 토론될 것으로 기대하여, 2018년을 시

ITPGRFA의 다자체제와 같은 GMBSM의 운영

작으로 2019년과 2020년 상반기에 4차례의 회의

방법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보

를 계획하였다.

았다.
(Standards Material Transfer Agreement: SMTA)

(2)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39)

의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1) PIC의 부여나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

GMBSM은 ITPGRFA의 표준물질이전협정

이용과 보존, 그리고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보장하는 데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
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ITPGRFA의 SMTA35)에
비추어 보아 GMSBM의 운영방식에 있어 모든 국
가들이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체제양식개
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민간부문의 연구
개발을 위한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36)

2. 국제기구 및 이해관계자들
(1) UN 해양법 및 해사분과 법무실37)
나고야의정서 제10조의 쟁점과 PIC의 부여나

PIC은 생물다양성협약(CBD)에 있는 바와 같이
국가 재량(관할)의 문제이며, ICC는 이러한 국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을 확인한 바 없다
고 하였다. 실제로 ICC가 확인한 바로는, 일부 체
약국들이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충분히 진
전되지 않았으나, 현재 존재하는 국내의 행정적,
법적, 정책적 조치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실질
적인 문제들이 GMBSM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
의 때문에 복잡해져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40)
즉 GMBSM 논의로 인해 현재 당사국들의 나고야
의정서 ABS 국내이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심스런 의견을 제시하였다.
ICC는 많은 체약국들로부터 PIC을 취득하는
것이 이용자와 제공자에게 필요한 법적 확실성을

34) https://www.who.int/influenza/resources/pip_framework/es/ 참조.
35) ITPGRFA는 최근 본 조약의 쇄신을 위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SMTA도 최종적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Measures
to Enhance the Functioning of the Multilateral System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Resolution 2/2017, IT/GB-7/17/
Res2.
36) https://www.cbd.int/abs/submissions/np-2-10/mexico-es.pdf,
pp.2-3.
37) https://www.cbd.int/abs/submissions/np-2-10/doalos-en.pdf
참조.

제공하는 행정절차 및 이행법률의 결여로 인하여
현재 실제로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고야의정서의 불완전하거나
38) The Recommendations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Section
III. https://www.cbd.int/abs/submissions/np-2-10/doalos-en.pdf,
p.1.
39) https://www.cbd.int/abs/submissions/np-2-10/icc-en.pdf.
40) Ibid., p.1.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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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이행이 PIC의 부여나 취득이 불가능한

1) 제10조 검토의 전제 제시

것과 관련된 예시적 사례로 사용되지 아니 하였

① 나고야의정서의 불소급

다.41)

즉 이는 PIC의 부여나 취득이 불가능한 상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8조에 따라 조약

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량강화의 측면으

상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조약의 발효일

로 해결할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 발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45)

2) 향후 전망

나고야의정서 협상과정을 통하여 의정서의 소

GMBSM에 관한 향후 업무와 관련하여, ICC는

급 여부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소급 및

당사국들이 특히 나고야의정서 제11조에서 제20

불소급에 관한 주장들이 모두 의정서 초안에서 삭

조상의 운영의 측면에 관심을 갖고 국내적/지역적

제되었으며, 현재 의정서에는 소급에 관한 언급이

차원에서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는 것에 초점을

없다. 따라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8조에

권고하였다.42)

기초해 볼 때 의정서는 소급 적용되지 아니 하는

맞추어야 한다고

즉 GMBSM에 대

한 관심 보다는 국내적 차원에서의 나고야의정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행에 초점을 둘 것을 의견 제시하였다.
ICC는 GMBSM과 같은 추가적인 ABS 도구를

② 국가관할권 한계 밖(beyond the limits of

협상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고 강

national jurisdiction)의 유전자원에 대한 나

조하였고, 그 이유는 ⓐ 현재 양자 ABS 체계가

고야의정성의 비적용

잘 운영되고 있지 않고, ⓑ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

나고야의정서는 동 의정서가 CBD 제15조 범위

이 현 이행문제에 대한 직무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내의 유전자원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46) 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43)

현재의 체제가 올

바르게 잘 작동하지 않는 한 ‘관심 및 자원’을 더

는 의정서가 국가관할권 한도 밖의 유전자원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복잡한 체계(즉 GMBSM에 대한 추가적/복잡한

더욱이 나고야의정서는 동 의정서가 다른 국제

협상)로 전환해서는 아니 된다고 보고 있다. 나고

협정이나 문서와 상호보완적이나 이들 간 상하관

야의정서에 의해 상정된 양자체제가 올바르게 제

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47)

대로 작동 할 때까지 현재의 양자체제에 추가하여

따라서 예를 들면, UN해양법협약 및 남극조약과

GMBSM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언급할 수 없으며

같은 경우와 같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유전자

또한 다루어져서는 아니 된다고 보고 있다.

원, 기타 국제협정이나 문서에서 다루는 유전자원

(3) 일본바이오산업협회(Japan Bioindustry
Association: JBA)44)

의 경우 각각의 해당 체제 내에서 다루어져오고
있다고 하였다.48)

여나 취득이 불가능한 구체적인 상황을 지금까지

2) 현지 내 또는 현지 외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과
관련된 PIC의 부여나 취득이 불가능한 구체적인 상
황에 관한 검토 의견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① PIC의 부여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의 예

일본바이오산업협회(JBA)는 현지 내 또는 현지
외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과 관련된 PIC의 부

41)
42)
4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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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6)
47)
48)

Ibid., p.1.
나고야의정서, 제3조.
나고야의정서, 제4조.
https://www.cbd.int/abs/submissions/np-2-10/jba-en.pdf,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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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의정서 발효 전에 획득한 유전자원이

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관련 전통지식의 경우‘ 불소급의 원칙에

2) GMBSM으로 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사

따라 GMBSM의 상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국들의 ABS 국내 이행에 있어서 지장을 초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

래해서는 아니 된다.

이나 관련 전통지식의 경우, 나고야의정서

3) GMBSM의 필요성(need)에 대한 충분한 국제

적용 범위 밖이므로 GMBSM의 상황에 해

적 합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당되지 아니한다.

에,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 제공국이지만 의정서 규정들의 이행의무준

야 비로소 GMBSM의 이행 양식(modalities)

수에 관한 입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가 부재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 경우, 이는 의정서 제22조에 규정된 바와

4) PIC의 발급이나 취득이 불가한 상황이 현재

같이 역량강화가 필요한 경우로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를 GMBSM으로 해결하고자
해서는 아니 된다.
ⓓ PIC을 아예 요건으로 하지 않는 당사국으로

까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5) 단순한 월경성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여 자동
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GMBSM이 창
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터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을 취득한

6) 월경성 상황은 나고야의정서 제11조의 월경성

경우, 이는 의정서 제6조와 제7조에 의거하

협력에 의하여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여 당사국이 그러한 선택권을 행사하는 주

7) 유전자원등 제공국의 ABS 국내 법제의 마련

권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것

에 대한 어려움이나 국내 이행상의 문제는

이 PIC의 부여나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에

나고야의정서 제22조의 역량강화의 문제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GMBSM의
상황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49)

서 해결될 수 있다.
8) GMBSM에 대한 충분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당사국들 간에

3. 소결: GMBSM의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정리
앞에서 기술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다만 이는 인도와 같이
한 당사국이 두 입장에 대한 의견을 모두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당사국별 의견 정리라기
보다는 GMBSM의 도입에 대한 찬반에 대한 각각
의 입장을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1) GMBSM의 도입에 아직은 신중한 입장
1) 아직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초기로써 양자체

이와 관련된 많은 양질의 정보 교환이 더 필
요하다.
9)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8조의
‘조약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접근 및 이익
공유(ABS)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10)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ABNJ)은 나고야의정
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다만 이에 대한 논
의는 참고할 수는 있다. 즉 다른 조약체계나
국제기구에서의 유사 다자이익공유체제의 운
영에 대한 경험은 나고야의정서 제10조에
따른 GMBSM의 도입에 대한 논의에 일면
유익할 수 있다.

제 확립이 더 중요하므로, 양자접근의 경험
이 충분히 축적된 후 GMBSM에 대하여 논
49) Ibid.

(2) GMBSM의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
1) GMBSM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 여부는 그동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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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국제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그

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인 바, GMBSM의 필요

이행 양식에 대한 논의가 후속되어 이루어져

성이 국제적인 논의를 거쳐 정식으로 인정되었다

야 한다.

고 할 수는 없으며, 현재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은

2)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양자 접근을 할 수 없
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

양자체제가 기본적인 구조이므로 이러한 GMBSM
에 대한 논의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도

3) 분쟁지역과 같이 유전자원등에 대한 주권이

있다. 한편 GMBSM의 도입을 주장하는 국가들이

아직 불명확한 상황은 GMBSM의 도입으로

제시하는 많은 문제들은 역량강화 또는 월경성 협

해결하여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을 궁극적으

력 등으로 해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

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 현재로서는 GMBSM의 구축 및 도입은 이익

4) 유전자원등에 대한 잠재적 이용자가 결국 원

공유를 통한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목적을 달

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양자체제는 이익 공

성하기 위한 자발적인 기여의 형태가 적절하며,

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GMBSM을 필

의무적인 수단이나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도입하

요로 한다.

는 것은 많은 당사국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5) 현재 유전자원등에 대한 이용, 그리고 원산

가 있다.

지의 추적을 위한 체제를 마련하고 있지 못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국 입장의 다수의 개도

한 국가들이 많아 GMBSM의 도입이 필요

국들이 GMBSM에 대한 국제협상을 활발하게 전

하다.

개하기를 원하고 있고, 현재 양자간 접근 및 이익
공유의 체제를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고
야의정서의 이행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에라도

IV. 맺음말

GMBSM의 도입은 이용국 입장의 당사국인 우리
나라 국내 이용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MBSM에 대한 의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GMBSM

서 제출 당사국들, 기타 국제기구 및 이해관계자들

에 대한 국제적인 체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의 의견이 서로 다른 가운데, GMBSM이 적용될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도 시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활발한 논의가 충분

의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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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관(Appellate Body)의 위기와 개정을
위한 논의 동향
공 수 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I. 배경

월 현재 3인의 위원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상소
검토를 3명의 AB 위원이 심리한다는 점에서 현재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제도는 ‘왕관의 보석’

AB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상황

(crown jewel) 또는 ‘주춧돌’(cornerstone)이라고

에서, 올해 12월 두 명의 위원의 임기가 완료되면

불릴 정도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지

AB 위원은 1명만 남아 사실상 AB 절차는 마비될

난 24년간 580여 건에 달하는 분쟁이 제기되고 그

것이다. 더욱이 임기가 만료되는 AB 위원이 신규

중 절반 이상의 사건이 패널 및 상소기관(Appellate

상소심을 다루기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60～90

Body)을 통해 법적인 해결이 이루어지면서 실질

일 전부터 신규 상소절차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

적으로도 유용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며, 이 경우 사실상 올해 9월이 상소기관의 마비가

패널의 법적 쟁점과 해석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시작되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상소기관(이하 ‘AB’)은 이러한 성공적인 분쟁해
결제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간 분쟁해결제도에 불만을 제
기해온 미국이 후임 AB 위원 선정절차 개시를 거

그러나 지난 2016년 말부터 AB 위원들을 선정

부함으로써 발생했다. 즉, WTO의 기본적인 의사

하기 위한 절차 개시가 이루어지지 못해 현재 AB

결정방식은 총의(consensus) 방식이기 때문에 한

는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원래 7인으로 구성된

회원국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정이 이루어

AB는 후임 위원이 선정되지 못하면서 2019년 6

질 수 없다. 미국은 그간 제기해온 문제들이 선결

<그림> AB 위원 현황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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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한, AB 위원의 선정절차를 개시하는데

입장을 되풀이해오고 있었다.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회

미국은 처음에는 AB 위원의 선정절차에 대한

원국들은 이를 타계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보였으나, 이후 AB의 기능

있다. 특히, 미국이 불만으로 제기하고 있는 일부

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예

쟁점에 대해 동조하고 있는 회원국들도 있다는 점

를 들어 미국의 관점에서 AB가 분쟁해결에 불필

을 고려할 때, 어떤 방향으로든 AB와 관련한 제도

요한 평결(finding)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는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간

구체적인 분쟁사례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

미국이 제기해온 불만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

기도 했다.2) 전반적인 미국의 문제제기는 ‘2018

된 다양한 대안과 AB 기능의 향상을 위해 제출된 제

무역정책의제’ 보고서의 “분쟁해결에 관한 미국

안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반복적으로 사

의 우려”에서 제시되었다.3) 미국은 먼저 패널과

용되는 용어인 분쟁해결기관(Dispute Settlement

AB가 WTO 협정하의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추

Body)은 DSB로, 분쟁해결양해(Dispute Settlement

가 또는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Understanding)는 DSU로 약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의미있는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
했다. 특히, 보조금, 반덤핑 및 상계관세, TBT 협

II. 상소기관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

정하의 표준, 세이프가드와 관련하여 DSB 회의에
서 기존에 제기한 사항들을 언급했다. 또한, 새롭

1. 개관

게 제기된 절차적 쟁점들과 함께 지난 수년간 제
기해오던 쟁점들을 구분하여 ① 상소심 기한인 90

미국이 AB 위원 선정절차를 거부하는 명시적

일의 미준수, ② 퇴임한 AB 위원의 지속적인 상소

인 요인은 2016년 8월부터 제기된 상소검토 작업

심 참여, ③ 분쟁해결에 불필요한 쟁점에 대한 권

절차 규칙 15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규칙 15는

고적 의견, ④ AB의 사실관계 검토와 회원국의

AB가 퇴임하는 위원이 참여한 상소절차에서 그

국내법에 대한 신규 검토, 그리고 ⑤ AB가 자신의

역할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승인해주는

보고서를 선례로 취급하는 문제의 5가지의 우려

규칙이다. 미국은 더 이상 AB 위원이 아닌 사람,

사항을 발표하였다. 다만 제기된 우려 사항은 일

즉 임기가 만료된 AB 前위원이 참여하여 작성된

부 예시라고 언급하고 있어 다른 문제를 더 제기

AB 보고서의 처리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해야할 과제라고 주장하면서 2017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AB 위원을 선정하는 절차개시를 지지하
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해왔다.1) 즉, 이미 AB 위

2. 기술적 쟁점 : 상소심 기한과 퇴임한
위원의 참여문제

원이 아닌 사람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은 DSB에 있으며, DSB가 이를

제기된 쟁점 중에서 ①과 ②는 AB의 절차와 관

승인한 적이 없으므로 작성된 보고서도 역총의

련한 기술적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미국은

(reverse consensus)가 아닌 일반적인 의사결정방
식인 총의로 채택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단호한
1) US statement in the DSB meeting on 31 Augus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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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ited States at the DSB meeting on 29 September 2017 on
DS442, in the DSB meeting on 22 November 2017 on DS477/
478 and on 28 May 2018 on DS486 (재인용)
3) 2018 Trade Policy Agenda, pp. 22-28. https://ustr.gov/sites/
default/files/files/Press/Reports/2018/AR/2018%20Annual%2
0Report%20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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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이 제기한 주요 쟁점
2018 무역정책의제

주요 내용

상소심 기한 90일 미준수
(DSU 17.5 관련)

DSU 17.5조에 규정된 상소심의 기한인 90일이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투명
성과 신속한 분쟁해결 의무와 불일치

퇴임한 AB 위원의 상소심 참여
(상소검토 작업절차 규칙 15 관련)

임기가 만료된 AB 위원이 지속해서 심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은 AB가 아니라 DSB라는 점을 강조

분쟁해결에 불필요한 쟁점에 대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분쟁을 해결하는데 불필요한 쟁점이나 분쟁시 제기되지 아니한 쟁점을 다룸으로
써 불필요한 결과가 도출되는 문제

AB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검토
(DSU 17.6 관련)

AB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지속적으로 패널의 사실관계에 대한 평결을 AB가 검
토하고, 국내법의 의미에 대해 신규 검토

AB 보고서의 선례 취급

실질적으로 AB 보고서를 선례로 다루고 있으며, 패널이 그래야 할 만한 이유
(cogent reason) 없이는 AB 보고서를 따르도록 요구6)

출처: 미국 USTR 보고서 및 DSB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2011년 이후 AB가 90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국은 이미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AB

있으며, 상소보고서 회람을 지연시킬 수 있는 법

위원이 지속적으로 상소심에 참여하는 관행을 문

적 근거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

제 삼았다. 상소검토 작업절차(Working Procedure

다. DSU 제17.5조에 따르면 분쟁당사국 일방이

for Appellate Review)의 규칙 15에 따르면 임기

상소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AB가 보고서를 회

가 끝난 前위원은 AB가 승인하고 DSB에 통지하

람하는 날까지 6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만

면 기존에 배정되었으나 아직 완료되지 못한 분쟁

약 60일 이내 상소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이라

사건에서 의무를 완료할 수 있다. 즉, 특정 분쟁에

고 간주하는 경우 서면으로 지연사유와 소요 예상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AB 위원인 것으로 간주되

기간을 포함하여 DSB에 통지해야하며, 지연되는

는 것이다. 미국은 규칙 15가 AB 위원의 선출

경우라도 9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미국은 AB가

(appointment)에 대한 DSB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60일 이내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장한다.7) 즉, 퇴임하는 AB 위원이 지속해서 참

90일을 초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투명

여할지 여부는 AB가 아닌 DSB의 권한과 책임이

성 문제와 함께 지연으로 인해 DSU 제3.3조에 규

라고 보는 것이다. 2017년 이전에는 이 규칙이 많

정된 신속한 분쟁해결 의무가 저해된다고 주장했

이 사용되지 않았고, 사용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단

다.4)

이에 대하여 EU, 브라질, 멕시코 등을 비롯

기간에 사용되었던 반면 2017년 이후로 여러 분

한 여러 회원국들은 기한이 초과되는 근본적인 이

쟁에서 무기한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

유, 즉, 분쟁이 복잡해지고 상소되는 쟁점들이 증

면서 적절한 조치를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해야한

가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논의해야 할 필요
성을 언급했다.5)
4) WTO, WT/DSB/M/414, 11 October 2018, paras. 5.2-5.22.
5) Ibid., paras. 5.23-62.
6) ‘그래야할 만한 이유’(cogent reason)는 United States-Final
Anti-Dumping Measures on Stainless Steel from Mexico 사건
에서 패널이 AB의 기존 논리에서 벗어난 평결을 내리자, 이
를 기각하면서 ‘그래야할 만한 이유가 없을 때 판결기관은
후속사건에서 동일한 법적 문제를 동일하게 해결할 것’이라
고 설명한 바 있다. AB Report on US-Final Anti-Dumping

Measures on Stainless Steel from Mexico, paras. 160-162. 여기
서 ‘Cogent’는 “설득하는(persuasive) 또는 명령하는(compelling)
것을 의미한다. 다른 WTO의 공식 언어본에 따르면 스페인
어는 ‘imperativas’이며 프랑스어로는 ‘imperieuses’ 이다. 번
역본을 고려하여 볼 때, ‘imperativas’와 ‘imperieuses’ 각각
설득적인 의미보다는 필수적인 또는 명령적인 의미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공수진,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선례 사용의 근거에 대한 연구, 국제법평론 2009-II(통권 제
30호) p. 291.
7) USTR, 2018 Trade Policy Agenda, pp. 25-26.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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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언급했다. 이는 2017년 6월 30일 Ricardo

한 관습 규칙에 따라 현행 조항을 명확히 하는데

Ramirez 위원의 퇴임과 뒤이은 2017년 8월 1일

기여’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DSB의 권고

김현종 위원의 사임과 관련한 미국의 우려가 반영

와 판정은 WTO 대상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를 증가 또는 축소시킬 수 없다.9) 여기서 패널 및

먼저 Ramirez 위원의 퇴임시 AB는 규칙 15를

AB의 보고서가 역총의를 통해 사실상 자동적으

적용하여 기존에 참여하던 분쟁사건에 Ramirez

로 채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DSB의 권고와 판

위원이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이를

정’의 내용은 결국 패널과 AB의 보고서에 담긴

DSB에 통지했다. Ramirez 위원이 지속적으로 맡

평결(finding)을 의미한다. 이는 명시적으로 “DSU

은 분쟁 중에는 인도네시아가 제소한 EU – Fatty

제3.2조에 따라 패널과 상소기관은 평결 및 권고

Alcohols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뒤이어 사임

에서 대상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 또

한 김 위원도 참여하고 있던 사건이었다. 미국은

는 축소시킬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10) 패널과

DSB의 승인 없이 Ramirez 위원이 참여했다고 지

AB의 입법적(law-making) 기능은 금지되어 있다.

적하고 AB 보고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AB는 패널보고서의 법적 쟁점과 해석에

한, 김 위원은 상소검토 작업절차 규칙14(2)에 따

대해서만 검토할 수 있어 권한 범위는 다소 한정

라 사임 90일 이전에 통지해야하지만 통지 당일

적이지만,11) WTO 협정에 존재하는 ‘미비한 부분

사임이 이루어졌고 이는 DSB에 통지되었다. 이에

들’(gaps) 또는 소위 ‘건설적 모호성’(constructive

대해 미국은 김 위원이 맡았던 분쟁은 AB의 다른

ambiguity)으로 인해 이와 관련한 AB의 평결은

위원으로 대체되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필연적으로 논란을 불러올 수 밖에 없었다. 즉, 한

그러나, EU, 멕시코,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대부

편으로 AB의 법적 해석은 규범의 명확화라는 의

분의 회원국들은 미국의 입장에 반대의사를 표명

무 이행으로 이해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규범

했으며, Ramirez 위원과 김 위원이 참여한 EU –

을 창설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

Fatty Alcohol 사건은 의원 교체없이 2017년 9월

다. 특히 WTO 설립협정 제IX:2조는 WTO 다자

5일 회람되고 이후 10월 2일 채택되었다.8)

간협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은 각료회의 또
는 일반이사회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12) DSU

3. 실체적 쟁점 : AB의 위임범위와 권한 문제
미국이 WTO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하여 지속적
으로 불만을 제기해온 부분은 소위 ‘사법 적극주
의’(active judicialism) 또는 ‘월권’(overreaching)
문제였다. 미국은 AB가 위임받은 범위와 권한을
넘어 법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원래
WTO 분쟁해결제도는 ‘대상 협정에 따른 회원국
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
8) WTO, WT/DSB/M/402, 24 January 2018, paras. 5.9-5.11. 김
위원의 경우 분쟁당사국인 EU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회원
국들은 특수한 사례이며 이미 당해 보고서가 7월에 완료되
어 있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paras.
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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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SU 제3.2조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TO is a central element
in providing security and predictability 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Members recognize that it serves to
preserv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s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and to clarify the existing provisions
of those agreements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rules of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 Recommendations
and rulings of the DSB cannot add to or diminish the rights
and obligations provided in the covered agreements.” (밑줄
추가)
10) DSU 제19.2조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3, in their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cannot
add to or diminish the rights and obligations provided in
the covered agreements.”
11) DSU 제17.6조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An appeal shall be limited to issues of law covered in the
panel report and legal interpretations developed by the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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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는 이러한 권한을 저해하지 않도록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어13)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권고

AB의 법적 해석이 후속 분

적 의견은 법을 제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난

쟁사건에서 사실상 권위 있는 해석으로 사용되면

했다.15)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지난 16년간 이에

서 논란은 가중되었다.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분쟁

미국은 이와 관련하여 3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사건에서 미국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권고적 의견

있다. 먼저, WTO 분쟁해결제도의 목적이 회원국

이 포함된 사례들을 제시했다.16) 특히, 이러한 문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제로 인해 신속한 분쟁해결 목적이 저해되고 있음

AB가 분쟁해결에 불필요한 쟁점에 대해 분석하

은 물론 후속 사건에서 사실상 선례로 다뤄짐으로

거나 평결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

서 후속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불만도 뒤따라

구하고 최근 WTO 패널 및 AB 보고서에서 이러

제기되었다.

한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분쟁해결

두 번째 문제는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에 불필요한 쟁점에 대한 패널과 AB의 분석/평결

AB의 사실 관계(fact-finding) 판단과 국내법에 대

은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또는 ‘부수

한 신규(de novo) 검토 문제이다. 미국은 DSU 제

의견’(obiter dicta)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권한이

17.6조에 따라 AB의 검토 범위가 패널 평결의 법

부여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14) 미국은 2018년

적 쟁점과 해석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29일 개최된 DSB회의에서 ‘권고적 의견’을

AB가 사실관계에 대한 패널의 평결도 검토해왔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사건이 제기되기 이전 또는

다고 주장했다.17) 무엇보다 회원국의 국내법의 의

가상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판결자]가 제시하는

미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는데, 미

비구속적 성명서’로 설명하고, WTO 분쟁해결의

국은 국내법의 의미에 대한 검토는 법에 관한 문

목적을 고려할 때, 그리고 다른 국제재판소처럼

제가 아니라 사실에 관한 문제이며, 따라서 AB의
검토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부분

12) WTO설립협정 제IX:2조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The Ministerial Conference and the General Council shall
have the exclusive authority to adopt interpretations of this
Agreement and of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In the
case of an interpretation of a Multilateral Trade Agreement
in Annex 1, they shall exercise their authority on the basis of
a recommendation by the Council overseeing the functioning
of that Agreement. [...]” (밑줄 추가)
13) DSU 제17.6조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The provisions of this Understanding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Members to seek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provisions of a covered agreement through decision-making
under the WTO Agreement or a covered agreement which is
a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밑줄추가)
14) USTR, 2018 Trade Policy Agenda, pp. 27-28. ‘부수의견’이
란 주로 영미법계의 판례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개념으
로서, “구체적 사건의 결정에서 법적 기초를 이루는 판결
이유(ratio decidendi)를 판례법적 규범”으로 보는 반면,
“판결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의견은 부수의견
(obiter dictum)으로서 판결당시 분쟁해결에 필요하지 않았
던 것으로 간주되고, 후속 유사사건에서 구속성을 인정하
지 않는다”. 공수진,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선례 사용의
근거에 대한 연구, 국제법평론 2009-II(통권 제30호) pp.
269-270.

의 회원국들은 AB의 검토 범위가 법적인 쟁점과
해석에 국한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DSU 제
11조에 따라 패널이 사실을 객관적인 평가를 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명확
히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으
나, 사실을 판단하는 패널의 재량을 검토하는 것
은 법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18)
15) WTO, WT/DSB/M/420, 27 February 2019, para. 4.2. 미국은
‘권고적 의견’에 대해 Oxford Dictionaries를 인용했으므로,
다른 국제재판소에서의 권고적 의견과는 의미가 다르다.
16) WTO, WT/DSB/M/420, 27 February 2019, paras. 4.16-17.
예컨대, 미국은 China – Publication and Audiovisual Products
사건에서는 분쟁당사국이 불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
고 GATT 제XX(a)조가 중국의 가입의정서에 적용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했으며, Argentina – Financial Service
사건에서는 GATS의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건전성 조
치 등을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었으나, 동종성(likeness)에
대한 패널의 평결을 번복하였으므로 다른 쟁점에 대한 판
단은 필요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17) USTR, 2018 Trade Policy Agenda, p. 27.
www.mofa.go.kr

23

논문 및 연구보고서

세 번째, 미국은 AB가 근거 없이 자신의 보고

III. AB 개선을 위한 주요 제안 내용

서를 사실상 선례로 사용하고, 패널들이 ‘그래야
할 만한 이유’(cogent reason)가 없는 한 AB의 해
석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9)

미국은

AB 보고서가 그 자체로는 회원국간 협상되거나
합의된 것이 아니므로 ‘권위있는 해석’이 될 수 없
으며, 패널 및 AB 보고서에 선례적 가치가 부여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20) 특히 패널들이 AB의 해
석을 법으로서 적용하거나 구속력 있는 선례로 다
룰 근거가 없으며, 이를 강제하는 경우 오히려 DSU
에 규정된 패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
하고 있다.21) 미국은 사실상 ‘선례구속’의 전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패널이 ‘그래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AB의 해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접근방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그래야 할 만한 이유’는 멕시코가 제소했던 US
– Stainless Steel (Mexico) 사건에서 패널이 기존
AB의 해석과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을 기각한 논리
였다.22) 이와 관련하여 최근 US - Differential
Pricing Methodology 사건의 패널은 ‘설득할 만
한 또는 그래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
어 기존 패널 및 AB 보고서와 다른 결론에 도달
했다고 밝혀 선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바

1.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한 회원국들의
제안24)
미국은 AB의 상소검토 작업절차의 규칙이나
DSU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의 문제제기
에 대하여 EU, 캐나다, 호주, 온두라스 등 여러
국가들이 대안 또는 논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
으나, 실질적인 개정문안이 제시된 제안서는 EU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13개국 공동제안과 4개국
공동제안이 유일하다. 일본과 호주의 제안은 일종
의 결정문을 채택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반면, 온
두라스는 각각의 쟁점에 대해 가능한 선택안을 제
시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전반적으로 지
금까지 회원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이 제기
한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보다는 이
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절차적 쟁점 중에서 상소심 기한과 관련하
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90일 기한을 엄격하게 준
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사건의 복잡성 등을

있다.23)

고려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연

18) WTO, WT/DSB/M/419, 8 February 2019, paras. 4.2-6 및
4.24.
19) USTR, 2018 Trade Policy Agenda, p. 28.
20) WTO, WT/DSB/M/423, 4 April 2019, paras. 4.3.
21) Ibid., para. 4.5.
22) Panel Report on United States-Final Anti-Dumping Measures
on Stainless Steel from Mexico, WT/DS344/R, para. 7.115.
패널은 당사국의 주장과 사실관계에 대한 자신들만의 평
가를 반영하여 기존 AB와 다른 판단을 내린다고 언급했다.
AB는 DSU 제3.2조에 규정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
한다는 의미가 ‘cogent reason’ 없이는 동일한 법적 쟁점은
동일하게 해결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Appellate
Body Report on United States-Final Anti-Dumping Measures
on Stainless Steel from Mexico, WT/DS344/AB/R, para. 160.
23) Panel Report on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Applying Differential Pricing Methodology to Softwood Lumber
from Canada, WT/DS534/R, para. 7.107. 동 패널보고서는
2019년 4월 6일 회람되었으며, 지난 6월 4일 캐나다가 상
소의사를 통고함으로써 현재 상소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를 포함한 13개국 공동제안서에서는 90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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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안했다. EU와 우리나라
을 규정한 DSU 제17.5조를 개정하여, 상소절차
초기에 90일이 초과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당사
국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
지 못한 경우 특정한 작업절차를 채택하도록 제안
했다. 이러한 작업절차에는 상소범위 제한, 서면
제출의 분량 제한, 번역본 사후 회람 등이 포함될
24) 회원국들의 제안내용은 미국이 우려를 제기한 후 제안된
WT/GC/W/752 (EU 등 13개국 공동제안), WT/GC/W/753
(EU 등 4개국 제안), 우루과이의 WT/GC/W/758, WT/GC/
W/759, WT/GC/W/760, WT/GC/W/761 그리고 브라질 등
중남미 3개국이 제안한 WT/GC/W/767, 일본 및 호주 등이
제안한 WT/GC/W/768, 캐나다가 제안한 JOB/GC/201 문서
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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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이 제기한 불만에 대한 회원국의 제안 내용
분쟁해결에
불필요한 권고적
의견

위임범위 문제
(패널의 사실관계
평결 및 회원국
국내법)

미국이 제기한
문제

상소 심리기간
(90일)

퇴임하는 AB
위원의 지속참여

관련 조항

DSU 17.5

DSU 17.2

WT/GC/W/752*
EU, 캐나다,
한국 등

당사국간 합의 등
절차 규정

퇴임 위원의
과도기간 규정
마련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도로만
판단하도록
범위 조정

국내법의 의미
자체는 검토하지
않도록 조정

AB와 DSB가
추가적인 소통
채널 마련 및 AB
위원의 독립성 확보

WT/GC/W/753
EU, 중국, 인도,
몬테네그로

-

후임 위원이 결정될
때까지(최대 2년
이내) 임기 연장

-

-

-

JOB/GC/201
캐나다

WT/GC/W/758,
759, 760, 761
온두라스

당사국간 협의관련
지침 마련

-

근무일 기준으로
90일 산정 또는
120일로 연장,
특정 시점을
효율성 제고를
기준으로 지속적인
위한 절차 마련
참여 여부를 결정.
(e.g. 회원국간
사전 합의 등),
90일 초과시 방안

AB에게는 기간
WT/GC/W/767
연장 재량이
브라질, 파라과이,
없으며, 분쟁당사국
우루과이
요청시 DSB가 결정
90일 기한을
엄격하게 준수하되,
WT/GC/W/768**
복잡성을 고려하여
일본, 호주, 칠레
회원국이 절차적
결과를 해결할 필요

각료회의 또는
DSB만이 결정
가능

-

AB 보고서의
선례적 가치

DSU 17.12

AB가 적용할
분쟁해결에 필요한
검토기준을
평결로 한정하도록
명확히하여 상소
‘권고적 의견’에
검토를 법적
대한 범위 제한
문제로 한정

법적 해석이
분쟁당사국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

의무적인
소송경제 도입,
obiter dictum
금지

AB 검토기준에
현상유지, 선례사용
대한 개정, 권한
금지 또는 일정한
내에서의 해석을
선례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허용하는 선택적
AB의 활동에 대한
방식 제안
외부 검토제도

DSB가 판정 및
권고를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한정

패널보고서의
패널 및 AB 보고서
사실관계 부분은 채택이 법적 해석에
상소심에서 다루지
대한 인정이
못하도록 규정 아니라는 점을 확인

패널의 사실관계
AB의 검토범위가
선례 구속 원칙이
(국내법의 의미
법적인 문제로
없으며 패널의 권한
포함) 검토범위에서
제한되도록 확인
확인
제외토록 명시

* 제안서는 EU, 중국, 캐나다, 인도,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한국,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멕시코, 코스타리카
및 몬테네그로의 13개국이 공동 제안
** 결정문(decision)의 형식으로 채택하도록 제안
출처: 저자 정리

수 있다. 캐나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니지만, 기

AB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 당사국들이 결정하도

한내 AB 보고서가 작성될 수 없는 경우 당사국간

록 유도하고 있으며,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3개

협의와 관련한 지침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으며,

국 공동제안도 분쟁당사국이 요청하면 DSB가 연

일본, 호주 등 3개국 공동제안도 유사하게 기한을

장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지키기 어려운 경우 당사국간 절차적으로 해결하

온두라스는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의 제안서를

는 방안을 언급했다. 모두 연장 여부와 관련하여

제출하였는데, 90일 기한을 근무일 기준으로 산정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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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120일로 연장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AB의 검토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

제시하면서도, AB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다. 예를 들어 패널의 검토기준을 규정한 DSU 제

한 절차적 방안들을 소개했다. 예를 들어, 분쟁당

11조와 유사한 AB의 검토기준 조항을 도입할 것

사국간 되도록 신속하게 상소의사를 통고하고, AB

인지,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나 소위 ‘분석

와 협의하여 사전적으로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

을 완료하는 관행’을 금지시킬 것인지 여부 등을

합의하는 방안이 있으며, 분쟁당사국간 합의가 이

제시되었다. 나아가 AB의 적극 사법주의를 방지

루어지지 못한 경우 AB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

허용한다. AB가 기한을 맞추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고 AB의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DSB가 권위 있는

조치로서는 공동제안과 마찬가지로 상소범위 조

해석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

정 또는 서면제출서의 분량 제한 등의 방법이 제

지 여부도 제시했다.

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일 기한이 초과되

AB가 패널의 사실관계에 대한 평결과 국내법

어 AB보고서가 회람된 경우 DSB가 사후에 승인

의 의미를 다루는 문제와 관련하여 EU 등 13개

하거나, 총의로 채택하거나, 아니면 AB보고서를

국 공동제안은 분쟁대상조치의 법적 특성화(legal

무시하고 기존 패널보고서가 자동적으로 채택되

characterisation)과 DSU 제11조하의 패널의 객관

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제안되었다.

적 검토는 AB의 검토범위에 포함시키되 국내조

EU 등 공동제안과 온두라스의 제안은 임기가

치의 의미 그 자체는 포함시키지 않도록 제안했

만료된 AB위원이 지속적으로 상소심에 참여할

다. 대부분의 제안들이 AB의 검토 범위를 법적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유사하게 제안하고 있

문제로 한정하고 특히 패널의 사실관계에 대한 평

다. 즉, 구두심리가 이미 시작된 경우 지속해서 상

결을 AB가 다루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온두라스

소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했으며, 온두라스는

는 구체적으로 AB 검토기준에 대한 개정과 함께

덧붙여 AB 위원의 임기가 60일 이내로 남아있는

AB가 주어진 권한 내에서의 해석하도록 가이드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도록 제안했다. 다만, 온두

라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온

라스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AB

두라스는 AB가 위임된 범위 내에서 활동하였는

가 하되, 회원국들의 결정시 DSB에서 역총의를

지 또는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가감하지 않았는

적용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브라

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검토 메커니즘을 제안하

질 등 중남미 3개국은 각료회의 또는 DSB만이 결

기도 했다. 이는 AB 활동에 대해 외부에서 검토를

정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있어 다소 다른 입장을 보

받는 것으로서, WTO사무총장, DSB, 일반이사회･

이고 있다.

DSB･무역정책검토 의장들, 또는 일반이사회나

분쟁해결에 불필요한 권고적 의견 등을 제외하
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제안서들은 분쟁해

DSB 산하의 소위원회 등이 가능한 검토 기관으로
제시되었다.

결에 필요한 범위, DSB의 판정과 권고를 지원하

마지막으로 선례사용과 관련하여 EU 등 공동

는데 필요한 범위를 비롯하여 법적인 쟁점으로

제안은 AB와 DSB간 연례회의를 통해 특정 보고

AB의 검토범위를 제안한 반면 온두라스는 구체

서 채택과 관련 없는 방식으로 AB의 접근방식이

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논

나 법리의 경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되, AB

의 등 불필요한 부수의견을 명시적으로 금지시키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투명성 규

고 소송경제(judicial economy)를 의무화하기 위

칙을 도입하도록 제안했다. 즉, DSU 제17.14조를

해 DSU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제시하고,

개정하여 온두라스는 선례사용에 대하여 현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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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아예 금지시키는 방안과 함

6～8년 임기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제시한 바 있

께 일정한 경우 선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

다. 이러한 EU의 제안 내용은 중국, 인도, 몬테네

시하기도 했다. 예컨대, 분쟁해결에서 분쟁해결 부

그로와 공동으로 제출된 제안에는 더욱 구체적인

분과 법적 해석 부분을 분리하여 법적 해석 부분

설명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또한, 공동제안은 추

은 회원국의 총의로 결정하는 방안, 일정한 정도

가적으로 상소기관이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

로 반복된 법적 해석을 선례로 인정하는 방안, 특

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기가 만료되기 일정

정한 보고서나 주제에 대하여 DSB에서 선례로서

기간(예: 6개월) 이전에 자동적으로 후임 선정절

고려하도록 AB가 제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차가 시작되도록 하고, 기한 내 후임이 정해지지

이외에도 제안된 내용이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않으면 최대 2년까지 지속적으로 임기가 연장되

방안으로 일본과 호주의 제안서는 DSB가 AB와

도록 제안하기로 했다.26) 아울러 브라질 등 중남

협력하여 결정문을 이행하기 위한 정례적인 대화

미 3개국도 이와 유사한 제안을 했는데, AB 위원

채널(dialogue)을 설치하여 그 이행방법도 논의할

의 공석을 발생하면 채워지도록 보장하는 것이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와는 유사하지만 다른 제

DSB의 회원국들의 집단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이

안으로서 캐나다는 WTO 회원국이 특정한 쟁점

를 위해 AB 위원의 임기 만료 6개월 전에 DSB

에 대해 패널 및 AB에게 구속적/비구속적 지침

의장이 이끄는 선정절차가 개시되도록 의무화하

(guidance)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생각해볼 수

는 제안을 했다. 다만, 정상적인 임기가 만료된 것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는 분쟁에서

이 아니거나 다른 상황의 결과로 공석이 발생하는

발생한 특정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갖고, 이 논의

경우 DSB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정절차를 개시

를 위한 공식적인 채널을 설치하여 총의로 ‘권위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있는 해석’을 채택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캐나다의 제안은 다소 분쟁해결제도의 전반적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일본과 호주의 제안서처럼

인 운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대안적 분쟁해결을

회원국이 논의하고 참여하는 채널을 만들어 활용

활용하고 분쟁해결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

제시했다. 특히 무역규범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

인다.

는 동안 분쟁은 복잡해지고 있어 협상이 필요한
사안에 분쟁해결제도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

2. 기타 관련 제안
EU와 캐나다는 WTO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각각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 중 일부가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제안이
었으며, 이 중에는 미국의 제기한 문제를 직접적
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나 관련된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EU는 WTO 출범 당시보다 회원수가
증가한 환경의 변화와 상소심의 효율성을 제고하
기 위해 AB 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
고 재원도 확대하는 한편, AB 위원을 파트타임이
아닌 전임직으로 근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25) 또
한, AB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임으로

면서, 조정(mediation)과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 방
식의 사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한, 분쟁해결의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
요되면서 단기간의 무역 왜곡 조치와 일방적인 대
응조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분쟁의 다양
한 성격을 고려하여 분쟁해결절차를 유연하게 조
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예로서 파기･환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소수의견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
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루과이는 상소과정에서

25) 현재 AB 위원은 DSB 결정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다. WT/DSB/1.
26) WTO, WT/GC/W/753, 26 November 2018.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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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AB 절차

따라 제기된 모든 쟁점을 다뤄야 하는 AB 의무를

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파기･환송제도를 제안한

위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Salles 변호사는

바 있다.

분쟁당사국간 사전적으로 상소하지 않기로 합의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전적으로 분쟁당

3. 기타 학자/전문가들의 제안

사국에게 달려 있는 문제라서 예측가능성이 떨어
진다.

WTO 회원국은 아니지만 여러 학자와 실무가

다음으로 여러 학자들이 상소심에 대한 대안으

들도 현재 AB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

로 제시한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를 활용하는

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DSU를 개정하

방안이 있다. DSU 제25조의 중재는 수시 중재로

여 절차를 변경하기 보다는 미국의 불만을 해소하

서 AB 절차와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으며, 중재

기 위한 의도에서 그리고 2019년 12월 AB의 기능

의 결과는 자동적으로 분쟁당사국을 구속하며 보

이 마비되는 것을 대비하는 해결책을 제시했다.27)

복조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먼저 분쟁당사국간

대체로 패널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하는 방안, 분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패 가능성에 따라 합

당사국 합의에 따라 상소하지 않기로 사전 합의하

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Pohl 박사의 제안처

거나 상소절차 대신 중재를 활용, 미국을 무시하

럼 이를 구속력 있는 복수국간 협정으로 중재를

고 AB 위원을 선정해버리는 방안 등이 제시된 바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복수국간 협정에 대한

있다.

회원국간 합의에 이르기 어렵고, 회원국이 채택

AB 위원이 1명만 남게 되면 상소심을 진행할
수 없게되므로, 이때 상소가 이루어지면, 상소된

해야 하므로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분쟁은 해결이 요원해진다. 이를 위해 Charnovitz

일부 학자들은 AB 위원 선정을 총의가 아닌 가

교수는 상소절차가 개시되면 자동적으로 패널보

중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위기

고서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상황이라고 보기도 한다. Kuiper 교수는 WTO 설

AB가 작업절차 규칙 20을 개정할 수 있으므로 절

립협정 제IX:1조의 표결로 DSU 제2.4조의 총의

차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으나, DSU 제17.12조에

를 우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WTO 설립협정
협정 각주 3은 명시적으로 DSB에서 DSU 제2.4

27) Steve Charnovitz, “How to Save WTO Dispute Settlement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Policy blog, November 3, 2017.”; Anderson, Scott, Todd
Friedbacher, Christian Lau, Nicolas Lockhart, Jan Yves Remy,
and Iain Sandford. 2017. Using Arbitration under Article 25
of the DSU to Ensure the Availability of Appeals. CTEI
Working Paper CTEI-2017-17, Centre for Trade and Economic
Integration; Hillman, Jeniffer, Three Approaches to Fix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Appellate Body: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Georgetown Unviersity Law Center,
December 2017; Jens Hillebrand Pohl, “How to Break the
Impasse over Appellate Body Nominations,” Maastricht University
blog, September 29, 2017.; Luiz Eduardo Salles, “Bilateral
Agreements as an Option to Living Through the WTO AB
Crisis”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Policy blog, November
23, 2017; Kuijper, Jan Pieter. 2017. The US Attack on the
WTO Appellate Body. Amsterdam Law School Research Paper
No. 2017-44 and Amsterdam Center for International Law
No. 2017-2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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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Hillman 교수도
현행 절차를 고칠 수 있을 만큼 고쳐서 AB 위원을
선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절차 개
선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극단적으로 WTO 체제 밖에서 미국을 제외한 WTO
회원국간 분쟁해결체제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안
되었으나, 가입국이 아닌 국가에게는 여전히 DSU
가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이 협정 자체가 WTO 분
쟁해결체제의 실패를 증명한다는 점에서 실현가
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을 소외시
키거나 미국이 WTO를 탈퇴하도록 유도하는 것
은 오히려 WTO 위기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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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자/실무가의 제안 내용
제안 주제 (제안자)

주요 내용

문제점

상소심 자동 완료(Charnovitz)

상소검토 작업절차 규칙 20을 개정하여
AB가 자동적으로 패널보고서를 인정

DSU 제17.12조에 따라 제기된 쟁점을 다
뤄야 하는 의무에 위반될 가능성

수시 중재협정
(Anderson et. al., Hillman)

상소절차 대신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를 활용

분쟁당사국간 중재 회부에 합의할 수 있
다면 가능한 방안

복수국간 중재협정(Pohl)

복수국간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DSU 제
25조를 상소절차 대신 사용

회원국간 복수국간 협정 채택을 위한 결
정 필요

상소하지 않기로 사전 합의
(Salles)

분쟁당사국간 상호 합의하여 상소하지 않
기로 합의

전적으로 분쟁당사국에게 달려있는 문
제임

DSB/일반이사회에서 표결로
AB위원 선임(Kuijper, Hillman)

현행 절차를 우회하거나 수정하여 총의
가 아닌 방식으로 AB 위원의 선정절차를
개시하여 선임

법적으로 총의가 규정된 DSU 제2.4조를
우회하기 어려우며, 절차를 수정하는 것
도 어려움

미국을 제외한 새로운
분쟁해결협정 체결(Kuijper)

WTO 체제 밖에서 AB절차 또는 DSU와
유사한 절차를 새로운 협정으로 체결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음

무역구제분쟁을 일시 중지하거나 대부분의 분쟁이 무역구제이며, 미국이
별도의 무역구제 분쟁해결기관 가장 비판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을 감안,
설치(Hillman)
무역구제 특별 상소기관 설치

현 시점에서 실현가능성 낮음

출처: Tetyana Payosova, et al., The Dispute Settlement Crisi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Causes and Cures, pp.5-6
발췌 및 수정

른 주요 교역국이 WTO 규범을 무시하거나 우회

로도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학자/실무가

관측된다.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국

들의 제안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기 보다는 상

가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논의를 시도하고 있으

소기관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사용가능한 방안들

나,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AB

을 모색해 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

가 마비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학자/실무가들의

들은 현실적으로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우

제안도 현실적인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려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결책

되고 있다.

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28)

더욱이 미국은 자신이 제기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제안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9년 2월

IV. 동향과 전망

개최된 DSB 회의에서 적어도 한 회원국이 미국에
게 직접 제안하도록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은 AB가

미국은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불만을 제

금지된 또는 허용되지 않은 관행을 해왔다는 입장

기하고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지속해

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미국은 DSU 문안을 개정

서 지난 15～16년 동안 동일한 우려를 제기해왔

해서 금지된 것을 허용하기 보다는, 제기된 우려

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즉, 미국의 입장이

사항에 대해 회원국들이 더 깊게 논의하고, 왜 AB

반영되지 않는 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현실적으

가 합의된 사항에서 자유롭게 벗어났었는지 고려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체제가 더 잘 WTO 규범을

28) Tetyana Payosova, et. al, The Dispute Settlement Crisi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Causes and Cures, p. 9, PIIE
Policy Brief 18-5, March 2018.

준수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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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답변했다.29) 즉, 미국은 오랜기간 동안 AB
가 합의된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제한범위를 자유
롭게 벗어나서 해석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규범을 준수하도록 잘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하
는지를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로
서는 논의가 진전을 이루려면 AB의 권한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WTO 회원국이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
제’를 지지한다면 1995년 회원국이 합의한 규범
을 AB가 준수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WTO가 설립된 지 이미 24년이 흘러 분쟁
해결 규범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한 상
황임을 감안한다면 개정을 전제로 한 논의가 이루
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WTO 규범의 최종
적인 해석권한이 회원국에게 있으며, 패널과 AB
가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가감하는 해석을 할 수
없는 제한 속에서 아무런 지침없이 규범을 명확화
하는 기능이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적어도 WTO 회원국이 ‘권위 있는 해석’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권위있는 해석
은 회원국들이 3/4 표결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총의라는 GATT 전통을 따르고
있어 아직까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므로 적어도 불명확한 WTO 규범을 준수하도
록 주장을 되풀이 하기보다는 기존에 제대로 적용
되지 못하고 있었던 규정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 Statements by the United States at the meeting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on February 25, 2019. 언급된 본문
은 다음과 같다: “Rather than seeking to make revisions to
the text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to permit what
is now prohibited, the United States believes it is necessary
for Members to engage in a deeper discussion of the concerns
raised, to consider why the Appellate Body has felt free to
depart from what WTO Members agreed to, and to discuss
how best to ensure that the system adheres to WTO rules
as wri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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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항

공동제안 문안
(음영 표시는 수정 및 개정, 취소선은 삭제 표시)

비고

1항

“A standing Appellate Body shall be established by the DSB. The Appellate Body shall
hear appeals from panel cases. It shall be composed of seven nine persons, three of whom
shall serve on any one case. Persons serving on the Appellate Body shall serve in rotation.
Such rotation shall be determined in the working procedures of the Appellate Body.”

개정

“The DSB shall appoint persons to serve on the Appellate Body for a [six-year/eight-year]
four-year term which shall be non-renewable, and each person may be reappointed once.
However, the terms of three of the seven persons appointed immediately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shall expire at the end of two years, to be determined
by lot. Vacancies shall be filled as they arise. To that end, the Chairman of the DSB
shall launch the selection process no later than X [e.g. 6] months before the expiry of
the term of office. A person appointed to replace a person whose term of office has not
expired shall hold office for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term. A person serving
on the Appellate Body whose term of office has expired shall continue to discharge his
or her duties until he or she has been replaced but not longer than for a period of two
years following the expiry of the term of office. The outgoing person shall complete the
disposition of an appeal in which the oral hearing has been held.”

개정

“The outgoing person shall complete the disposition of an appeal in which the oral hearing
has been held.”

문장 추가

3항

“The Appellate Body shall comprise persons of recognized authority, with demonstrated
expertise in law, international trade and the subject matter of the covered agreements
generally. They shall be unaffiliated with any government. They shall not engage in any
other occupation of a professional nature. The Appellate Body membership shall be
broadly representative of membership in the WTO. All persons serving on the Appellate
Body shall be available at all times and on short notice, and shall stay abreast of dispute
settlement activities and other relevant activities of the WTO. They shall not participate
in the consideration of any disputes that would create a direct or indirect conflict of
interest.”

개정

5항

“As a general rule, the proceedings shall not exceed 60 days from the date a party to
the dispute formally notifies its decision to appeal to the date the Appellate Body circulates
its report. In fixing its timetable the Appellate Bod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9 of Article 4, if relevant. When the Appellate Body considers that it cannot
provide its report within 60 days, it shall inform the DSB in writing of the reasons for
the delay together with an estimate of the period within which it will submit its report.
In no case shall the proceedings exceed 90 days,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on
a proposal from the Appellate Body. The parties shall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such proposals. In the absence of such agreement of the parties, if the Appellate Body
considers that it cannot submit its report within 90 days it shall, after consulting with
the parties, propose them specific procedures or working arrangements and take
appropriate organizational measures, without prejudice to the procedural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this agreement, with a view to enabling the Appellate
Body to submit its report within that period. The parties shall cooperate to enable the

추가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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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항

공동제안 문안
(음영 표시는 수정 및 개정, 취소선은 삭제 표시)

비고

Appellate Body to circulate its report within 90 days.”

각주 7

“For greater certainty, the “issues of law covered in the panel report and legal
interpretations developed by the panel” do not include the panel findings with regard to
the meaning of the municipal measures of a party but do include the panel findings with
regard to their legal characterisation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bis 추가

8항

“The employment conditions of persons serving on the Appellate Body shall reflect their
full–time employment as members of the Appellate Body. The expenses of persons serving
on the Appellate Body, including travel and subsistence allowance, shall be met from
the WTO budget in accordance with criteria to be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based
on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n Budget, Finance and Administration.”

개정

12항

“The Appellate Body shall address each of the issues rais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during the appellate proceeding, to the extent necessary for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개정

“Meetings with the Appellate Body

15항

32

Once a year, the DSB shall meet in the presence of the Appellate Body. At such meetings,
any Member may express its views on adopted Appellate Body reports. The meetings
shall be open to all Members and their conduct shall be respectful of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Appellate Body. The DSB shall adopt the rules applicable to such
meetings on a proposal from the Chairman of the DSB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Appellat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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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삽입

>> 국제회의 참관기

일본 세계법학회 소개와 2019년도 연구대회의
주요 내용
황 명 준 (동아대학교 강사)

I. 들어가며

이슈가 어떠한 경로로 보고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도 유의미한 작업이라 생각되던 차에 2019년 5월

세계법학회(世界法学会)는 일본 내 국제법 분야

도쿄 코마자와(駒澤) 대학교에서 개최된 세계법학

학회 중 하나로 현재는 동국의 국제법학회(国際法

회 연구대회를 참관할 기회가 있었던 바, 각 보고

学会)와 더불어 양대 축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자들의 보고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

초창기 몇 회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5월에 국제법

하여 세계법학회에서 보고하는 일본 연구자들의

학자대회에 해당되는 큰 행사인 연구대회를 개최하

현재적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연구자와 실무자 분

고 있다. 다만, 1897년에 이미 설립되어 활동을 지

들께서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속하고 있는 일본

국제법학회1)와

비교한다면, 세계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4)

법학회(그 전신까지 포함하여)는 1965년에 이르러
서야 제1회 연구대회를 개최한 것에서 드러나듯이2)
역사와 인지도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그리고 1965년부터 1985년 경까
지는 세계법연구회(世界法硏究会)라는 이름으로 활
동하다가 세계법학회로의 확대됨에 따라 전자가 발
전적 해소를 이루었다는 설명3)에서 볼 수 있듯이,
명칭에서도 드러나는 거대 담론의 외연과 방향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고민이 존재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글은 우리와 많은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대립
되는 일본이지만 정작 동국 내 연구활동이 어떠한
장을 통하여 수행되는지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이
부족하지 않았나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동국 내
국제법 연구의 질적, 양적 깊이 이외에도 당대의
1) https://gakkai.jst.go.jp/gakkai/detail/?id=G00025 참조.
2) http://www.jawl.jp/annualconf/1965-2002program.pdf 참조.
3) http://www.jawl.jp/yearbook/yearbookindex6-20.pdf 서두의
설명 참조. 이 시기에는 간헐적으로 연구대회가 열리지 아
니하는 연도도 존재하였다.

II. 특징
세계법학회의 지향은 세계법학회 학칙에서 드러
난다. 현행의 동 학칙 제2조에서는 “세계법 및 세계
연방에 관한 제 문제의 연구 및 그에 관련되는 활동
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5) 세
계법의 명칭으로부터 통상의 국제법학회와 구별되
는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 세계법
학회는 1972년 제7차 연구대회에서 田中耕太郞,
Louis Sohn, Percy Corbett의 세계법 이론과 개념에
대하여 심층 보고를 한 바 있으며, 이후 1988년 제
21회 연구대회에서도 이 주제에 관한 보고가 이루
어졌다. 상당 시일이 경과한 2019년도에도 이와 관
4) 일본 학회에서는 presentation에 대하여 보고, 보고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관계로 이 글에서는 그에 따른다.
5) http://www.jawl.jp/rules.html 참조.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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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보고가 이루어졌음은 이를 본 학회의 기조로

에 있어서의 법원론의 외부에관하여 (関西学院

굳건히 채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읽힌다.

大学教授 齋藤民徒(사이토 타미토모))

그리고 세계법 개념을 통하여 국제법 분야에 대한
포섭 여지를 융통성 있게 열어 둔다고도 해석된다.
한편, 일본 국제법학회의 설립 취지를 보면 다
음과 같다: “본 학회는 국제공법, 국제사법 및 국
제정치･외교사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연구를 행함
을 통하여, ‘국제평화의 유지 및 국제정의의 확립
에 공헌’ 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6) 이를
보면, 세계법학회에 있어서의 분야별 포섭 여지가
넓어 보이며, 대안적 접근 방식과 관련된 담론에도
보다 개방적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를 반영하듯
이 세계법학회 연구대회에서는 2018년도부터 오
후 세션의 ‘공모보고’ 코너에서 일본의 박사 수료
생이나 소장 학자를 중심으로 보고 기회를 제공하
기 시작하였음이 특징이다.7)
따라서, 이른바 관학(官學)의 틀에 구애되지 아니
하고 이론과 실무적 접근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세계법학회는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2019
년도에 이루어진 보고대회를 중심으로 소개하려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지향점은 다를지 언정, 두 주요
학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필연적으로 상
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회원의 인적 구성에 있어
서 대한민국의 학회 현황과 마찬가지로 중첩되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사료됨은 주지하고자 한다.

지난 세기에 있어서의 세계인권선언(1948), 식
민지독립부여선언(1960), 우주법 원칙선언(1963),
우호관계원칙선언(1970), Stockholm 선언(1972), 경
제권리의무헌장(1974), Helsinki 합의(1975년), 다
국적기업행동지침(1975), 발전의 권리선언(1976), 나
아가 세기의 변경을 끼고서 Rio 선언(1992), Vienna
선언･행동계획(1993), 인간게놈 선언(1997), 글로
벌 콤팩트(1999), 밀레니엄선언(2000)에 이어지는
MDGs(2001), 국가책임초안(2001), 문화다양성선
언(2001), 선주민의 권리선언(2007), 그리고 근년
에 이르러 SDGs(2015)을 짚어본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UN을 필두로 한 장대한 역사 중에
서 한정된 예를 열거함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한
현재 진행중의 역사의 한가운데서 개개의 의의나
한계를 가볍게 정리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 중
태반은 각 분야에서 하나의 획을 그었던 것으로서
각양각색의 파문을 몰고 왔던 관계로 세계적 중요
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규범적 문서(instrument) 또
는 결정(decision)이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국제법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되는가? 굵직하게 말해 본 보고의 핵심이 되
는 물음은 그것으로 끝난다. 그런데, 종래의 국제
법학은 상기 열거된 소재를 대저 어떻게 수용하고
취급하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개념이나 방법

III. 2019년 연구대회 보고 소개8)
1. 통일 테마: 국제법 법원론의 재구축

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를
테면 이는 오늘날 비교적 진기할 것도 없어진 Soft
Law에 대한 언급에 있어 기존의 정형적 법 이론의
내외에서 ‘비법’, ‘법적 구속력 결여’ 그리고 ‘비국

보고 1 : 비법, 비구속성, 비국가주체 – 현대국제법

가주체’라고 식의 일견 단순한 이분법에 기반한
어조가 상호 강화되면서, 판에 박은 듯한 형용이

6) 앞의 각주 1 참조.
7) 물론, 일본 국제법학회에서도 개별보고 코너를 두고 있으며,
2019년도 국제법학회 연구대회에도 4인의 소장 보고자들이
보고를 행한다.
8) 동 학회의 일어, 영어 보고 요지를 번역,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http://www.jawl.jp/annualconf/2019summary.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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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고 있음은 현저하다. 이는 단순히 개념이나
방법이 부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존 개념과 방법이 지나치게 자명한 것으로 인식
되는 바람에 스스로 간여하는 규범선별행위에 대
한 자각이 결여되어 그에 수반되는 포섭, 배제를

>>   

     

정확하게 제어하지 못하게 되는 귀결을 초래하고

맞이한 오늘날, 법원론에 있어서 조약은 어떻게 자

있음이 문제이다. 본 보고자는 이 부분에서 국제법

리매김되고 있는가?

학에 고유한 이론적 과제를 본다.

무엇보다도 법원론에 있어서의 조약의 자리매김

본 보고는 이러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첫걸음

이라는 문제는 20세기 후반기 법원론에 있어서의

으로서 형식적 법원(국제법의 존재형식)의 재검토

중심적 논점이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약

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이제까지의 지배적 견해

은 법원이 아니라 의무의 연원에 불과하다거나 기

에 따르면 Soft Law는 형식적 법원에 포함되지 아

껏해야 실질적 법원에 불과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니한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의와 한계

도 있었다. 그러는 한편으로 많은 견해에 있어서는

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의 존재론에

조약의 법원성이 의문시되는 일이 없었다고 하여

까지 미치지 않을 수 없다. 형식적 법원의 관념이

도 될 것이다. 그리고 법원론의 중심에는 국제관습

형성되던 때, 도대체 어떠한 국제법의 존재 방식이

법에 관한 논의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조약에 관한

상정되었는가? 반대로 이는 국제법의 인식 근거를

논의가 있더라도 전자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는

구하여 법원을 논하는 과정에서 항시 되물었어야

경우가 많았다. 근년에도 조약보다 Soft Law에 대

하는 사항이었다. 우리는 법원에 관한 논의를 통하

한 관심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이 관계되

여 도대체 무엇을 도출하고자 하는가? 나아가 거

었는지 오늘날에는 법원론의 문맥에서 조약을 논

기에 국가 주체나 비국가 주체 그리고 우리의 실천

하기보다 국제법 형성(International Law-making)

이 어떻게 관여되었는가? 이를 위하여 특히, 국제

의 문맥 속에서 문맥을 통하여 논의가 이루어지는

법을 물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하여 되물어야 할

경우가 더 많다고도 생각된다.

것이다. 이처럼 본 보고는 국제법의 존재형식에 관

본래, 이러한 배경에는 법언 나아가 국제법을

련되는 기본적 물음을 제기함으로써, 법원론에 관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존재

련된 재귀=반성(reflection)을 가져오고자 한다.

하며, 또,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법규범을 이해하는

더욱이 이미 자명한 것처럼 본 보고는 종전의

과정에서 법적 구속력의 유무로부터 규범성의 정

법원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철저히 메타 레벨(meta

도로 관심이 변화하였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level)의 담론이 될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이 점과 관련하여, 조약에 대한 시선도 변화하

는 법원론이다. 글로벌 화가 한층 진전되어 가는

고 있다. 조약이 특정 시기의 계약적 교환을 의도

세계에 있어서 현대 국제법의 상대적 위치나 현실

하고서 체결되는 경우는 오히려 희귀하며, 양자간

적 관련성을 고찰하여 의미 있는 실천으로 나아가

조약이건 다자간 조약이건 간에 일정 기간 이상의

기 위하여, 그리고 유해한 실천을 자제하기 위해서

지속성을 가짐이 보통인 바, 이를 어떻게 파악할

도 국제법학에는 오늘날까지 이어진 국제법을 현

것인지의 문제가 강하게 의식되기 시작하는 추세

시대에 있어서도 계속 논하여 온 우리의 영위 자체

이다. 이 점과도 관계되지만 다수 국가 간의 다자

를 돌이켜보고서 그 의의나 한계를 확정하는 메타

간 조약 체제로 일컬어지는 것을 설정하는 조약도

레벨의 영위가 항시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조약의 성장 또는 조약
제도의 규범적 발전 현상으로 일컬어지는 현상도

보고 2 : 법원론에 있어서의 조약의 자리매김 (東
京大学教授 森肇志(모리 타다시))

나타나고 있다.
다자간 조약 체제라 함은 전형적으로는 일정한
공통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조약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채택된 지 50년을

작성되고 그에 의하여 국제조직이나 체약국 회의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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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 조약 기관이 설치되고 그러한 조약 기관

법원의 대부분에 관하여 적절하게 정당화하거나

을 통하여 기본이 되는 조약을 보충하는 새로운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많은 국제 법률가들이 파

규범(조약이나 가맹국 간 양해)가 작성되어 이행

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난점에 직면하여

확보가 이루어진다는 식의 다이내믹한 규율 체계

차라리 냉담한 기능적 접근 방식이 국제법 법률가

를 지칭한다. 그러한 규율 체계에 있어서는 공통이

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즉, 법실증

익을 전제로 함에 의하여 기본원칙, 규칙이라는 구

주의의 토대에 관계되는 복잡한 질문은 자제하고

체적 규율 역시 원래 정한 단계에서 고정되는 것이

마치 일반 실무에 종사하는 법률가들처럼 조문에

아니라 공통이익을 보다 잘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

명시된 국제법 규칙을 그저 적용하는 식이다. 그런

전해 가는 경우가 많다(조약의 성장). 이는 조약

데, 국내법은 법적, 정치적 환경의 측면에서 국제

기관에 의한 새로운 규범의 작성(구속력을 가지는

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조건에 있다. 이는 국제법에

경우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존재함. 새로운 조약

대한 다양한 비판적 접근에 설득력이 있는지를 설

의 작성에 따른 경우나 그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한

도 존재함)이나 기존 규범의 해석 등에 의한 것이

비판적 접근에 계몽적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국제

다. (졸고 ｢連載開始に当たって (国際条約の世界)｣

법상 법의 지배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뺷法学教室뺸 421 号 (2015) 108、110 頁 참조)

난점과 비판에 대처하면서, 최근의 법실증주의 이

이러한 변화에 입각하고서 법원론에서의 조약
은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야 하는 것인가? 또는 법

론가들은 국가 중심적 그리고 승낙을 전제하는 논
지의 수정을 모색하여 왔다.

원론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조약

그런데, 국제적 현실을 직면하여 미처 부각되지

을 논할 것인가 본 보고는 이러한 문제의 단면에

않았던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제 규범

대하여 검토하려는 것이다.

의 법현실이 변화한다는 속성이 그것이다. 입법 프
로세스의 양상, 특히, 관습법과 연성법의 경우에

보고 3 : The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and

마치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이 현상 설명에 있어

Legal Positivism: Focusing on the Changing

적절한 도구인 것처럼 많은 규범의 지위가 변화하

Nature of the Legal Reality of International

고 있음을 사회적 사실이 보여주고 있다. 때때로

Norms (삼육대학교 조교수 오시진)

선언의 내용이 후일 관습법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기타 다수는 국제 규범의 모호한 층운 가운데서

국제법적 방법론과 실무에서의 법실증주의의 공

법과 비법 사이의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세월의

헌은 전적으로 국제법 법원론의 영역으로만 국한

흐름에 따라 몇몇 규범은 입법 프로세스에 있어서

될 수 없다. 직역을 막론하고 조약과 관습국제법은

퇴화, 소멸된다. 중앙 권력이 없이는 그러한 규범

국제법의 분석에 있어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제법

적 법현실의 변화하는 측면을 대부분의 경우 통제

법률가들에게 그 출발점이다. 하지만 국제법의 법

할 수 없다. 국제 규범의 다양한 발전을 감안할 때,

원이라는 측면에서 국제법적 실증주의의 위상은

국제 영역에서의 입법 프로세스는 어느 장소에나

위기를 맞이한 양상이다.

존재하는 현상인바, 이는 단일한 정치 체제, 국가,

법원의 문제에 관하여 전통적 법실증주의는 이

또는 기구에 의하여 규율할 수 없다.

론상 국가 중심의 자유 의사나 승낙 이론에 의하여

그렇다면 국제 규범의 이러한 측면이 법실증주

짜여지는 ‘법원의 통일성’을 그 논지로 한다. 그러

의의 견지에서 어떻게 설명될 것인가? 법실증주의

나 자유의사는 ICJ 규정 제38조 제1항에 명시된

의 사회 관습 이론은 법률이 사회 현실과 상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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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구하는데, 왜냐면 법실증주의에 따르면 법

신이 되었고 귀족원의원･참의원의원･최고재판소

률이란 사회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내법에 보다 주

장관을 거쳐, 1960년 11월에는 ICJ 판사로 선출되

목하여 왔던 종래의 법실증주의 이론들은 국제규

어 그 9년에 걸친 임기 중에 합계 8건(7개의 쟁송

범의 법적 성질의 가변적 성격에 직면할 필요가

사건과 1개의 권고적 의견)의 심리에 참여하여 많

없었다. 그러나 사회적 현실인 국제법은 국제적 차

은 개별의견과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이들 중에서

원에서의 법의 지배 수호에 따르는 이익이라는 견

도 1966년 남서 아프리카 사건 제2단계 판결에 대

지에서 설명되고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하여 내놓은 75쪽에 걸친 田中의 반대의견은 특히

연구는 국제법 법원의 재고를 통하여 법실증주의

UN총회 결의에 의한 일반 국제법 형성이라는 맥

의 견지에서 국제 규범의 법현실의 가변적 성격에

락에서 종래의 법원론 연구에 있어서 참조되어 왔

대한 물음에 천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법

던 것이다.

실증주의의 가분성과 자발성에 유래하는 난점을

무엇보다도 田中의 주요 저서인 ‘세계법의 이

해결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론’의 초점은 협의의 세계법으로서의 통일법 및

기대된다.

국제사법에 할애되어 있으며, 거기서의 국제(공)
법의 자리매김에 관하여는 그 자신이 양해를 구한

2. 공모보고

바와 같이 ‘소묘’ 수준에 그치는 바, 동 저서에 있
어서는 명백히 기술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이러한

보고 1 : 田中耕太郎(다나카 고타로)의 세계법이

사정까지 겹쳐 田中의 세계법이론에 국제법에 관

론―국제법의 법원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日

계되는 논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거의 연구가 되

本学術振興会特別研究員 小栗寛史(오구리 히로

어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田中가 인

후미))

생 후반기에 있어서 특히 국제법과의 관계에 착안
하여 세계법이론을 확충시키려 하고 있었음은 그

본 보고는 田中耕太郎(1890-1974)의 업적에 대

의 업적으로부터 보더라도 명백하다. 이러한 시도

한 검토를 통하여 그에 의하여 구상되었던 세계법

는 ICJ 판사로서 냈던 개별의견･반대의견이나 만

이론의 전체적 실체를 명확히 하며, 나아가 그가

년에 이르러 집필된 여러 논고로부터 관찰되는 것

구상하였던 세계법의 관점으로부터 국제법이론,

이지만 이러한 田中의 업적에 대해서는 그 개요에

특히 그 법원론을 어떠한 형태로 파악하고 있었는

관한 소개는 있더라도 이론적 함의에 대해서가지

가를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

1917년 도쿄제국대학 법학부에 조교수로 부임

로 생각된다.

하고 3년에 걸친 유학 이후 1923년 동 대학의 상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및 연구 상황을 감안하여,

법강좌 담당교수로 승진한 田中은 국제법학을 협

본 보고는 田中이 전개한 세계법이론을 국제법의

의의 전문으로 하지는 않았던 관계로 국제법을 주

법원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려 봄을 목적으로

제로한 업적을 다수 남기지는 않았다. 필시, 국제

한다. 이 작업을 위하여 본 보고는 田中의 세계법

법학도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田中의 저작은 그가

이론 구상을 ‘세계법의 이론’의 집필 시기를 중심

1929년 동 대학에 제출한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으로 하는 생성기와 최고재판소 장관 및 ICJ 판사

1932년부터 3년에 걸쳐 전 3권으로 추려서 발간되

시대를 중심으로 하는 확충기의 2기로 구분하여

었던 ‘세계법의 이론’ 정도일 것이다. 田中는 그

그 이론 구상의 개요와 그에 있어서의 국제법의

후 1946년 5월 제1차 吉田(요시다) 내각의 문부대

자리매김을 확인하고, 양 시대에 따른 논의의 공통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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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차이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세계법이론의 시점

기본 사상이나 주류적 국제법학계에서 발견되는

에서 바라본 국제법, 특히, 그 법원론에 관한 田中

국가와 비국가행위자의 기초적 구분에 대하여 도

의 평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하려는 것이다. 구속력의 형성에 관한 국가 위상
은 다양한 국내 기관에 의하여 형성되는 집단적

報告 2 : Going Beyond State vs non-State Dicho-

결정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

tomy in International Law：A response to the

내적 비국가행위자는 국가 체를 통하여 구속력의

deformalization of law and sources (Research

형성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역할은 비국가

Fellow, University of Amsterdam 目黒麻生子

행위자의 역할에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메구로 마이코))

안 될 것이다.

무엇이 국제법인가에 관한 물음은 국제법이 때

報告 3 : 国際法における禁反言法理の正当化原

때로 모순적이나 격변기 속에 놓여있다는 학자들

理と法形成 (立教大学助教 若狭彰室(와카사 아

의 인식으로 인하여 오늘날 복잡한 성격을 지닌다.

무로))

이 보고에서는 국제법의 법원에 관련된 논쟁의 현
실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도전을 상세

본 보고에서는 ‘국제법 법언론의 재구축’이라는

히 언급하기로 한다. 첫 번 째 도전은 다변화되는

통일 테마에 입각하여 최근 ‘규범창설적 효과’가

국제 입법의 양상에 관련된다. ‘international’이라

거론되는 ‘금반언’의 법리를 다루기로 한다. 다시

는 명칭이 그것이 부착되는 행위 인자로 연관되면

말해 금반언 법리를 통하여 국제법상 규범 및 권리

서, 국제법 학계는 전통 국제법의 소관 영역 외에

의무가 형성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금반언

서 많은 국제 규범적 활동이 이루어짐을 수용하여

법리의 정당화 원리나 제도적 목적에 입각한 것인

왔다. 또다른 도전은 환경 보호나 인권과 같은 영

가? 그리고 이 점은 국제법 법원론에 대하여 어떠

역에서 실효적인 집단적 활동을 보장할 필요성에

한 의미를 지니는지가 본 보고의 주제이다.

관계된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활동

금반언 법리는 2015년 Chagos 제도 해양보호구

보장에 있어 현재의 법적 프레임워크가 국가의 승

사건 중재재정(Chagos 재정)에 있어 신의성실원칙

낙의 유무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음에 논점이 존재

의 요청으로부터 도출되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한다.

국가에 의한 장래에 관한 의사표시(representation)

본 보고에서는 국제법의 견고한 틀에 대한 수정

인 약속(undertaking)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이 국제 규범에 있어서의 변화를 파악하는 새로

발생한다고 판시 되었다. Chagos 재정의 판시는

운 방법을 선보이고자 한다. 특히, 국제 규범적 구

ICJ에서도 2018년의 태평양 access 교섭의무 사건

속력을 창설함에 있어서의 국내 행위자의 역할에

의 원고에 의하여 원용되었던 바, ICJ도 그 의무

주목하면서도, 본 보고는 비국가행위자의 현재적

형성의 가능성 자체는 부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역할이 국제 입법 과정에 있어서의 국가중심성을

같이 어떤 표시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

형해화 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국가가 집

내지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법현상은 ‘법 형성’으

단적 문제에 관한 법률적 관리에 있어서의 교착

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왜 이러한 법 형성이 금반

상태를 야기한 장본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논

언 법리를 가능한지는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하려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금반언은 신의성

본 보고는 국가를 단일한 행위자로서 의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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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legitimate expectation)을 보호하는 것으로 지
적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론은 선행 연구에서 지
적되는 이른바 ‘광의의 금반언’과 ‘협의의 금반언’
의 대립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금반언의 법리로서
의 성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하여 불명확
성을 남기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정
한 표시가 금반언 법리를 통하여, 국제법 상 구속
력을 획득하는 이론적 흐름은 구체적으로 명백하
다고는 할 수 없다. 연관되는 이론적 흐름에 대한
해명은 국제법상 금반언 법리의 정당화원리와 제
도 목적의 재검토를 거치는 보다 상세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 점을 검토함은 단순히 이론상의 의의에 머무
르는 것이 아니다. 근년 지적되던 바와 같이 금반언
법리가 일정한 표시에 국제법상 구속력을 부여하
고 그러한 의미에서 국제법 규범을 탄생시킨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새로운 과제가 수반된다. 그것은
금반언을 통하여 성립한 국제법 규범이 어떻게 해

     

3. 총괄보고: 누가 어떻게 국제법을
창조하는가? 名古屋大学名誉教授
松井芳郎(마쓰이 요시로)
총괄보고에서는 법원론을 각 요건 등에 비추어
통계학적인 것이 아닌 국제법 규범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형성의 주체 – 성립된 규범의 주체인지
여부는 불문함. – 는 누구인지라는 관점에서 역동
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본 보고에서는 국제법 범
의 형성과 전개의 프로세스를 ‘국가의사의 조정’
과정으로 파악한다. 규범형성의 출발점은 주로 국
가 행위인 것으로서 국내적으로는 법의 제정, 개폐
나 재판소의 판결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들은
조약과 관습법 형성 뿐만 아니라 법의 일반원칙에
도 관계된다. 이러한 국가 행위를 통하여 우선 규
범이 형성된다. 조약인 경우 조약문이 채택되며,
관습법에 대해서는 국가의 관행이 성립된다. Soft
Law도 이러한 과정 중에 자리매김될 것이다. 규범

석되고 도한 그 효력의 성쇠는 어떻게 규율되는가?

형성의 최종 단계는 행위규범이 법규범으로 전화

라는 문제이다. 즉, 금반언을 통하여 성립된 국제법

되는 과정에서 조약이라면 발효에 의하여, 관습법

규범의 규율적 틀이 무엇인가에 물음이 제기되는

이라면 법적 신념이 확립됨에 따라 그 과정이 완료

것이다. 그것은 예를 들어 국가의사의 표시에 관계

된다. 더욱이 근년에는 법적 신념(확신)이 선도하

된다는 점에서 비교 가능한 조약법에 준하는 규율

여 국가 관행을 이끈다는 측면이 존재함에도 주목

적 틀인 것인가? 혹은 법의 일반원칙으로 분류되는

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금반언으로부터 발생한 규범은 고유의 국제법 존

뒤이어 국제법 규범형성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

재형식(법원)으로서 독자의 규율적 틀이 마련될 것

할을 전통적 법원에 따라 검토한다. 조약에 관하여

이 요청되는 것인가? 금반언의 법리가 어떠한 논리

는 조약의 작성과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국가의

로서 법 형성을 인도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이러한

역할을 고려한다. 관습법에 있어서는 이를 현재에

문제를 고려하는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된다.

도 의사주의에 입각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여부가

본 보고는 이상의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착종하

주된 과제이다. 법의 일반원칙에 관해서는 이를 국

는 선행 연구 및 판례로부터 금반언 법리의 목적에

내법의 일반원칙이라고 이해하고 재판소 등에 의

따라 당사자 간 법적 합의의 탐구, 당사자 관계에

한 그 적용 사례를 검토한다. 이와 같이 국제법 형

있어서의 불형평의 방지, 공서를 위한 표시의 신뢰

성과 발전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은 중심적이지

성 유지라고 하는 견해를 추출하여 이들 복수의

만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비국가 행위주체의 이하

금반언론에 있어서의 법 형성의 논리를 명백히 한

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 그 타당성과 의의를 논함으로써 법원론에 대
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UN총회결의의 역할은 주
지의 사실이지만 안보리의 제 VII 결의에 의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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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하여는 논의가 결착되어 있지 아니하다.

IV. 결어

환경조약과 같이 regime을 구성하는 조약 체제에
서는 체약국 회의 등의 기관에게 한정적이지만 입

이번에 참관한 연구대회는 세계법의 명칭으로

법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인권조약 기관

부터 표상되는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고 평

이 당해 조약의 ‘발전적 해석’을 통하여 그 발전을

가된다. 특히, 1972년 제7차 연구대회 이래로 꾸준

촉구하여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NGO 등의

히 언급되어 온 田中耕太郞의 연구 업적에 관한

시민사회가 조약의 기초 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보고가 재차 소장 학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은 세

수행하는 사례도 눈에 띄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우

계법학회의 정체성과 향후의 노선의 굳건함을 드

리들 개개의 시민도 개개의 국가에 작용함을 통하

러내는 접근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번에는 한

여, 또, NGO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작용함을 통

국 국제법학자의 보고도 있었던 바, 일본 국내외

하여 국제법 형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국제법

학계의 흐름에 대해서도 연결 고리를 유지하려는

형성에 있어서의 국가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 것

입장을 견지함이 드러난다.

도 바로 국가가 시민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전달하
는 연결 고리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이다.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중견 이상의 학자와 외국
인 학자의 보고, 이후 공모를 거친 소장 학자의 보

국제법 규범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

고, 최종적으로 학계 원로의 종합 보고를 통하여

립된 규범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

학회가 여러 세대를 잘 아우르고 있다고 판단되며,

지만, 이는 법이론의 틀 내에서는 설명되지 못하

발표의 수준과 깊이에 있어서도 더없이 훌륭하였

며, 이를 위해서 국제법이 규율하는 국제 사회의

다. 세계법 개념을 통하여 국제법 분야에 대한 포

현실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최저한의 질서, 예

섭 여지를 융통성 있게 열어 두는 일본 세계법학회

측가능성 및 안정성(O.J. 리시친)’에 대한 모든 행

와의 교류는 한국 학계의 입장에서도 향후 지속할

위 주체의 ‘정통적 기대’를 충족하는 한도에서 앞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서 본 바와 같은 각종 규범은 국제법 규범으로서의
구속력을 획득하게 된다.

2019년 세계법학회 연구대회의 실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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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차 ASIL(美국제법학회) 연례총회
이 화 란 (외교부 국제법규과 외무사무관)

I. 서론

목적으로 무슨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
민 없이 국제법의 매혹적인 힘(enchanting power)

지난 2019년 3월 27일～31일간 미국 워싱턴에

에 의해 국제법을 지지하고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서는 제113차 미국국제법학회(American Society of

현대사회에 와서 브렉시트나 다자협약･협의체 관

International Law; ASIL) 연례총회가 열렸다. 올

련 미국의 불참여, ICC, IMF, WTO, 기후변화 협

해의 총회 주제는 “도구로서의 국제법(International

약 및 인권 체제 등 다자체제에 대한 신뢰 저하에

Law as an Instrument)”으로, ASIL회원을 비롯한

따라 이와 같은 매혹으로부터 깨어 나오고 있다고

각 국 국제법 민･관 전문가 및 실무자 등 1200여명

하며, 국제법이 도구라면, △무엇을 위한 도구인

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국제법 관련 이슈들에

지, △누구의 의지를 대표/대변하는지, △어떤 대

대해 전문가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상에게 구속력을 갖는지, △국제사회가 원하는 것

아래에서는 우리 출장단이 참석한 주요 세션
들1)에서

이루어진 논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개회식 기조연설(Grotius Lecture:
Enchanted by the Tools?
International Law and
Enlightenment)
3월 27일 열린 개회식에서 Martti Koskenniemi
헬싱키大 교수(前 ILC 위원)는 이번 총회의 주제
인 ‘도구로서의 국제법’에 매료된(enchanted) 국제
사회의 최근 역사와 국제법과 사회 계몽에 대한
고찰에 관해 연설하였다.
Martti 교수는 초기 국제사회는 국제법이 어떤
1) 총 7개 분야(△국제 평화･안보, △국제형사사법･인권법･이
주, △국제 경제법, △국제분쟁해결, △Global Commons(글
로벌 공동유산), △전문적･학문적 개발, △외국 국적자･국
가안보)에 걸쳐 40여 개의 전문가 패널 토론 세션 개최

을 어떻게 알 것인지 등의 근본적인 질문을 제시하
였다.

III. 국제법상 교섭 및 협의의 의무에
대하여(Obligations to
negotiate and consult:
Worthwhile tool or exercise
in futility?)
Claudio Grossman 워싱턴 법대 교수, Amy Sander
영국 Essex Court 챔버 법정변호사, Denton 로펌
의 Bart Legum 변호사, Jones Day 로펌의 Baiju
Vasani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한 동 세션에서는 국
제법상 국가 간 혹은 투자자-국가 간의 교섭 및 협
의 의무가 실제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패널들이 의견을 주고받았다.
Claudio Grossman 교수는 국가의 교섭 및 협의
할 의무가 특정 분쟁을 해결하지 않더라도 북해대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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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붕사건에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법을 구체적

같은 입장을 가진 국가들 간 그룹 형성을 통한 멀

으로 이끌어 냈듯이 문제의 대상 범위와 해결기준

티파워(multi-power)의 활용 등을 언급하였다.

을 특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동 의무는 모든

한편, 청중 질의에서는 중국의 남중국해 중재판

상황에 적용되는 일반적 의무는 아니지만 특정 상

결 결과의 불수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다수 나

황, 예컨대 ‘핵무기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권고적

왔으며, 이에 대해 패널들은 동 중재판결의 결과

의견’에서 ICJ가 핵확산금지조약 제6조의 교섭 의

를 존중하며 국제사회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

무를 당사국들이 성실하게 실천하고 완료시켜야

법으로 동 지역의 긴장이 완화되고 국제법이 유

할 의무라고 한 것처럼 특정 조약 하의 당사국들에

지될 수 있기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에 의견을 같이

게는 의무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였다.

한편 Amy Sander 변호사는 ‘호주-동티모르 간
해양경계획정’을 예로 들며, 교섭이 항상 성공적
일 수는 없지만 이슈의 국내적 민감성 등으로 당사
자 간 자발적인 협의가 어려울 때, 교섭할 의무는

V. 심해저 개발(Deep Seabed
Mining in Crowded Oceans)

당사자를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돕는 역할을 한
다며 긍정적 측면에 주목했다.

1994년 유엔해양법에 관한 협약이 발효됨에 따
라 설치된 국제해저기구(ISA)는 국가관할권 이원
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에 부존하는 자원을 관

IV. 국제정치에서 권력 비대칭에 대한
평형추 역할을 하는 국제법
(International courts as a
counterweight to power
asymmetr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리할 목적으로 심해저 활동을 주관하고 통제하는

동 세션에서는 국제정치에서 강대국의 권력 행

에 추후 어떠한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가 논

사를 제약하고 모든 국가들에 공평성을 보장할 것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류 공동 유산의 균등한 이익
분배를 주장하는 개도국들과 심해저 개발 투자자
및 해양 환경보호 단체들의 서로 다른 요구들 사이
에서 ISA는 균형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재 형성중인 국제법 분야인 심해저 개발
의의 중점이 되고 있다.

으로 기대되는 국제법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비강

동 세션에서 Kent Bressie 미국 변호사는 심해

대국들이 어떻게 국제법을 활용하여 국제무대에

저 탐사(exploration)활동의 해저케이블 훼손 우려

서 공정한 경기를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와 이에 대한 활동 규제 필요성, ISA의 기존 해저

이루어졌다.

채광사업에 대한 재판관할권 또는 조정메커니즘

특히 패널로 참석한 Danielle Yeow Pin Lin 싱

부재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가포르 법무상 국제부 부국장은 싱가포르의 경험

또한 패널들은 해저 케이블 설치 및 관리에 대

을 토대로 중견국 또는 소국이 새로운 국제 규범

한 국제법적 권리･의무 주체가 국가인지 개인인지

형성에 동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새로운 도전과

의 문제, 심해저 개발 규칙을 제정하고 있는 ISA

제와 이에 적용 가능한 규범의 탐색, 관련 산업계

에 해양환경보호의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볼 수

나 기타 민간 부문 및 국제사회와의 지속적 관계

있는지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하였다.

형성을 통한 신뢰구축, 연성법(soft law)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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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The 7th Annual Charles N.
Brower Lecture: The Role
of Multilateralism
올해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채택 50주년
이자 헤이그평화회의 120주년이며, 사상 처음으

의 영향과 결과로 인해 발생한 규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식민주의와
국제법적 규범의 상관관계, △법치주의에 대한 서
구 국제법적 시각 형성에 식민주의 규범이 미친
영향, △차고스 권고적 의견에서 제시된 국제법적
개념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다.

로 국가들이 조약에 국제재판소(world court)의 개

특히 Namira Negm 아프리카 연합 법률 고문은

념을 도입한 베르사유회의 100주년이기도 하다.

식민 통치 이후 식민지의 주권 및 권리 회복의 맥

이렇듯 국제법의 발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점에

락에서 최근 차고스 군도의 탈식민화에 대한 ICJ

이번 제7차 찰스 브라우어 강연에서는 Peter Tomka

의 권고적 의견 추진 배경 및 과정에 대해 소개하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이 지난 100년간의 국

면서, ICJ가 권고적 의견에서 민족자결권을 강제

제분쟁해결 역사에서 다자주의의 역할에 대해 연

력 있는 법적 권리로 인정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

설하였다.

로서 차고스뿐 아니라 강제 이주를 당한 여타 과거

Peter Tomka 재판관은 국제재판소가 국가 간
분쟁을 국제규범에 따라 해결하는 유엔의 주요 사

식민지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동
판결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법기관으로서 분쟁해결과정에 있어 조직 및 기관
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와 적용 규범의 보편
화(universialization)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반
영하여 다자주의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
며, 그 결과 다양하고 전반적으로 효과적인 분쟁해
결 제도를 창출하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각종 국제분쟁해결의 장(forum)이 형성되
면서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파편화(fragmented) 되
었다는 우려의 시각에 대해 Peter Tomka 재판관
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서 다룬 경계획정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루마니아-우크라
이나 간 흑해 경계획정 사건에서 판시된 법리를
적용한 사례를 들며, 공존하는 여러 재판기구는 상
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VIII. 유엔해양법협약의 역할에 대하여
(UNCLOS: A tool for peace
and stability?)
Freya Baetens 라이든대(Leiden Univ.) 교수, Henry
Bensurto 주샌프란시스코필리핀총영사관 총영사,
Alan Boyle 에딘버러대 교수 등이 참석한 동 세션
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해양 질서와
평화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지, 해양 분쟁 방지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인지에 대
해 해양 분쟁 및 중재 사건 등에 비추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Alan Boyle 에딘버러대 교수는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서의 유엔해양법협약의 역할에 대해 흥

VII. 식민주의가 국제법에 미친 영향에
대한 다양한 관점(Diverse
Perspectives on the Impact
of Colonialism in International
Law)
이 세션에서는 현대 국제법 체제에서 식민주의

미로운 발표를 하였는데, UNCLOS가 기후변화와
분명히 관련이 있으며, UNCLOS상의 분쟁해결절
차는 특히 소도서국에서 기후변화 관련 소송 진행
에 활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구(tool) 중 하나
라고 주장하였다. UNCLOS 문안 협상 당시 기후
변화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협약 문안에 기후
변화라는 개념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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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의 참관기

동 협약은 시대적 진화와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는 것은 관련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국제

법으로서 특히 해양환경을 다루고 있는 제12부의

법적 논거를 재점검하고 강화해 나가는데 굉장히

해석상 동 협약은 기후변화 문제에도 적용되며, 재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저명한

판관할권도 성립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시각

국제법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는 우리 정부

은 향후 기후변화 관련 해양환경 소송에 UNCLOS

정책의 국제법적 측면을 연구･이해하고 국제무대

협약상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가능성을 열어준 것

에서 우리를 지지해 줄 미래의 조력자들을 얻는 효

으로 보인다.

과를 갖는다. 그러한 점에서 출장단은 이번 ASIL
연례총회에 참석하여 보다 많은 전문가 접촉과 폭
넓은 논의 동향 파악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IX. 맺음말

를 검토하여 향후 외교활동에 참고할 예정이다. 한
편, 동 총회에서 토론자로 아시아 국제법 전문가들

미국국제법학회 연례총회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느낄 수 있었는

세계 국제법 전문가 및 정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

데,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국제법 전문가들도 발

하는 회의로서 현대 국제법 논의의 발전에 활발히

제/토론자로 활발히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여하고 있음을 이번 출장을 통해 직접 확인할

기대해 본다.

수 있었다. 세계 국제법학계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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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요 결의

해 국제사법재판소가 2019년 2월 25일에 권고적
의견을 부여한 것을 환영하며, 재판소의 권고적 의

제73차 유엔총회 회기 중 2019년 3월부터 2019

견을 확인하고, 총회의 본 결의가 채택된 후 6개월

년 5월 사이에 채택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는

이내에 영국은 무조건적으로 차고스군도에서 식

다음과 같다.

민지배를 철회하고, 이로써 모리셔스가 가능한 한
빨리 탈식민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영국에게 요구

- 1965년 모리셔스로부터 차고스 제도를 분리

하였다. 총회는 또한 차고스 출신을 포함하여 차고

한 것의 법적 결과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권

스 제도에 있는 모리셔스 국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고적 의견에 관한 결의

위해 영국이 모리셔스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 종교 또는 신념에 근거한 테러리즘 및 여타
폭력 행위에의 대응에 관한 결의

II. 주요 내용
1. 1965년 모리셔스로부터 차고스 제도를
분리한 것의 법적 결과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에 관한 결의
(Advisory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the legal consequences of the
sepa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in
1965, A/RES/73/295)
유엔총회는 2019년 5월 22일, 총회가 국제사법
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구한 ‘1965년 모리셔스로
부터 차고스 제도를 분리한 것의 법적 결과’에 대

2. 종교 또는 신념에 근거한 테러리즘 및 여타
폭력 행위에의 대응에 관한 결의
(Combating terrorism and other
acts of violence based on religion
or belief, A/RES/73/285)
유엔총회는 2019년 4월 2일, 종교 또는 신념에
근거한 테러리즘 및 여타 폭력 행위에의 대응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2019년 3월 뉴질랜드 크라
이스트처치에서 무슬림을 대상으로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종교 또는 신념에 근
거하여 사람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와
국제법을 위반한 종교적인 장소와 성지에 대한 모
든 공격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총회는 인종,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불관용에 근거한 폭력,
차별, 혐오 범죄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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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요 결의
2019년 3월부터 2019년 5월 사이에 안전보장이
사회가 채택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는 다음과
같다.

2. 북한 상황 관련 결의
(Non-proliferation/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RES/2464 (2019))
2019년 4월 10일, 안보리는 북한 상황 관련 결

- 소말리아 상황 관련 결의
- 북한 상황 관련 결의
- 아이티 상황 관련 결의
- 수단 및 남수단 상황 관련 결의

의를 채택하고,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의
임무를 2020년 4월 2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
였다. 2009년부터 활동 중인 전문가 패널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판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 불이행

II. 주요 내용
1. 소말리아 상황 관련 결의(The situation
in Somalia, S/RES/2461(2019))
2019년 3월 27일, 안보리는 유엔소말리아지원
단(UNSOM)의 임무를 2020년 3월 31일까지 연장
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동 결의에서 안보리는
2019년 1월 1일 모가디슈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포함하여 테러 단체 알 샤밥(Al-Shabaab)의 최근
공격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안보리는 소말
리아 연방정부 및 소말리아AU사절단(African Union
Mission to Somalia; AMISOM)과 유엔과의 협력
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는 작업을 계속해나가길 권
장하였다.

사례를 조사하고 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3. 아이티 상황 관련 결의(The question
concerning Haiti, S/RES/2466
(2019))
2019년 4월 12일, 안보리는 유엔 아이티 사법지
원을 위한 사절단(MINUJUSTH)의 임무를 2019
년 10월 15일 최종으로 하여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안보리는 또한 유엔 사무총장에게 아
이티 주둔하고 있는 유엔 체계의 적절한 통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계
획에는 유엔 기관, 기금(funds) 및 프로그램의 활
동간 조정 능력 향상과 전문화 및 아이티 정부의
평화 고착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포
함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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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단 및 남수단 상황 관련 결의(Reports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Sudan and South Sudan,
S/RES/2469 (2019))
2019년 5월 14일, 안보리는 6개월마다 갱신되
는 UNISFA(United Nations Interim Security Force
for Abyei)의 임무를 2019년 11월 15일까지 연장

임 군병력의 상한을 3550명으로 줄이고, 2019년 10
월 15일까지 585명을 추가로 줄이기로 결정하였
다. Abyei 지역은 수단(남코르도판주)-남수단(Unity
2

주, Warrab주)간 경계에 위치한 10,546km 가량
의 지역으로, 수단 및 남수단 모두 동 지역의 영유
권을 주장하면서 양국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하기로 결정하였다. 안보리는 또한 UNISFA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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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제법 관련 성명

노동의 미래 글로벌위원회(LO’s Global Commission
of the Future of Work) 설립 요청을 환영하였다.

이번호에서는 2019년 3월부터 2019년 5월 사이에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기념일을 최대한

발표된 국제법 관련 유엔 사무총장 성명(statements)

활용하여 국제협력, 평화 및 사회 정의에 대한 우리

을 소개한다.

의 공동 의지를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희망하였다.

- 국제노동기구 창설 100주년 기념 유엔총회 연설
- 세계무역기구 특별 일반이사회 연설
- 무력충돌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안보리 연설

II. 주요 내용
1. 국제노동기구 창설 100주년 기념 유엔총회
연설(Remarks to General Assembly
on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19년 4월 11일)
2019년 4월 11일,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
구(ILO) 창설 100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을 유엔총
회에서의 발표했다.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의 역
할과 의의, 특히 노동자, 고용주, 정부의 삼자 협의
모델의 의미를 언급하면서, ILO가 사회적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 동안, ILO가 기회를 확대
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훌륭한 일자리 기회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정한 세계화의 필요

2. 세계무역기구 특별 일반이사회 연설
(Remarks to Special General
Council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2019년 5월 10일)
2019년 5월 10일,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무역기
구(WTO) 특별 일반이사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세
계무역기구가 세계 평화와 공평한 사회･경제 발
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간 체계의 필수 요소임을
확인하며, 지속가능발전과 세계 번영을 위해 다자
간 무역 협력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사무총장은 또한 세계화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이
증폭되고 무역다자주의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심
각하게 약화된 상황에서 WTO가 개혁을 통해 이
러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은 공정
하고, 합법적이며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무력충돌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안보리
연설(Remarks to the Security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Civilians in Armed Conflict,
2019년 5월 23일)

성을 인식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 사무총
장은 디지털 시대의 노동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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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3일,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에서 무

UN 사무총장 성명

력충돌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무총장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민간인

사무총장은 올해 국제인도법의 초석인 제네바협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행동을 권고하였다.

약이 70주년을 맞이했음을 환영하고, 안보리가 국

첫째, 무력충돌시 민간인 보호를 위해 확실한 책임

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깊은 우려”(deep concern)

당국을 설치하는 국가 정책의 틀을 개발할 것, 둘

에 대한 대응으로 민간인 보호를 안보리의 의제로

째, 안전하고 시기적절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협상

채택한 것이 20주년이 되었음을 기념했다. 사무총

하기 위해 인도주의 단체와 비국가 무장 단체 간의

장은 규범적 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지만 규

원칙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와 국제법 준수의 촉진,

정의 준수는 점차 약화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

셋째, 심각한 위반에 대한 책임 확보 등이다. 사무

나 그는 지난 20년 동안 진전된 부분이 있었다는

총장은 또한 글로벌 및 다자간 차원에서의 행동이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민간인 보

필요함을 강조하고 우리 모두가 전쟁의 규칙과 법

호 문화가 안보리와 유엔 전반에 깊이 뿌리를 내리

의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 있고, 국제법 및 안보리의 관행에 근거하여 포

강조하였다.

괄적인 보호 체계가 현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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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요 결의

결의 30/1을 이행하기 위해 실종자 사무소 설치
및 1978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을 대체하기 위한

인권이사회 제40차 정기회기(2019.2.25.-2019.

반테러법 입안 등 조치를 취한 것을 주목하고,

3.22.)에서 채택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와 내용

2015년 10월 이후 스리랑카 정부가 인권최고대

은 다음과 같다.1)

표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음을 환영하며,
스리랑카의 인권, 정의의 증진과 보호, 화해와 책

- 스리랑카에서의 화해, 책임 그리고 인권의 증
진에 관한 결의
- 니카라과에서의 인권 증진과 보호에 관한
결의
- 이란에서의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

임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인권이
사회는 한편,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기술적 지원
과 조력을 지속할 것과 사무소가 진행 상황을 평
가하여 인권이사회 46차 회기에 제출할 것을 요
청하였다.

- 시리아 골란 점령지역에서의 인권에 관한
결의

II. 주요 결의의 내용
1. 스리랑카에서의 화해, 책임 그리고 인권의
증진에 관한 결의(Promoting
reconciliation, accountability
and human rights in Sri Lanka,
A/HRC/RES/40/1)

2. 니카라과에서의 인권 증진과 보호에 관한
결의(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Nicaragua,
A/HRC/RES/40/2)
2019년 3월 21일, 인권이사회는 니카라과에서
의 인권 증진과 보호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니
카라과에서 벌어진 2018년 4월부터 사회적인 항
의시위에 대한 군사조직의 폭력행위, 불법 체포,
자의적 구금, 고문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깊
은 우려를 표하고, 니카라과의 언론과 인권 옹호자

2019년 3월 21일, 인권이사회는 스리랑카 관련

들에 대한 탄압행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였다.

결의를 통해 스리랑카 정부가 2015년 인권이사회

인권이사회는 니카라과 정부에게 평화적 집회, 결
사 및 표현의 자유, 언론과 사법부의 독립권을 존

1) 유엔인권이사회의 정기회기는 매년 최소 3회 이상이며, 기
간은 최소 10주 이상 개최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인권이사회
는 매년 3월(4주간), 6월(3주간), 그리고 9월(3주간)에 정기
회기를 개최하고 있다. 특별회기는 이사국의 1/3 이상의 요
구가 있는 경우에 횟수에 제한 없이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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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할 것을 촉구하고, 임의 또는 불법적으로 억류된
자들을 모두 석방하도록 촉구하였다.

UN 인권이사회 문서

3. 이란에서의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HRC/RES/40/18)

4. 시리아 골란 점령지역에서의 인권에 관한
결의(Human rights in the occupied
Syrian Golan, A/HRC/RES/40/21)
2019년 3월 22일, 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의 시

2019년 3월 22일, 인권이사회는 이란인권특별보

리아 골란 고원 내 세력 확장을 비판하는 결의를

고관의 임무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특별

채택하였다. 인권이사회는 동 결의를 통해 이스라

보고관에게 위임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인

엘의 골란고원 정착촌 건설과 골란고원 거주 시리

권이사회 제43차 회기 및 유엔 총회 제72차 회기

아인들에게 이스라엘 시민권을 강요하는 행위를

에 각각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인권이사회는 또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인권이사회는 또한 이스

한 이란 정부에 특별보고관과 완전히 협력할 것과

라엘이 시리아 골란 점령지역 시리아인이 시리아

특별보고관의 국가 방문을 허용하고 임무 수행에

모국의 가족과 친척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것과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된 시리아인 구금자
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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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제71차 회기

decision to include the topic in its long-term programme of work.

국제법위원회는 국제법위원회 제71차 회기를

At its fifty-ninth session, in 2007, the Commission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2019년 4월 29일부터 6월

decided to include the topic in its programme of

7일까지, 그리고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총 11

work and to appoint Mr. Roman A. Kolodkin as

주) 개최한다.

Special Rapporteur for the topic.

제71차 회기에서 다뤄질 주제와 ILC의 작업 요
약을 소개한다.

The General Assembly, in resolution 62/66 of 6
December 2007, took note of the Commission’s
decision to include the topic in its programme of
work.

Summaries of the Wor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t the sixtieth session, in 2008,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preliminary report of the Special

Immunity of State officials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외국 형사 재판관할권으로부터 국가공무원 면제

Rapporteur as well as a memorandum of the Secre-

Last update: May 29, 2019

Commission and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tariat on the topic. The preliminary report briefly
outlined the breadth of prior consideration, by the
of the question of immunity of State officials from

At its fifty-eighth session, in 2006, the Commission,

foreign jurisdiction as well as the range and scope of

on the basis of the recommendation of a Working

issues proposed for consideration by the Commission,

Group on the long-term programme of work, iden-

in addition to possible formulation of future instru-

tified the topic “Immunity of State officials from

ments. The Commission held a debate on the basis of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for inclusion in its

this report which covered key legal questions to be

long-term programme of work.

considered when defining the scope of the topic,
including the officials to be covered, the nature of

The General Assembly, in resolution 61/34 of 12
December 2000, took note of the Com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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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ission did not consider the topic at the
sixty-first session.

the debate in plenary, the Commission decided to
refer the six draft articles to the Drafting Committee.
Upon consideration of the report of the Drafting

At its sixty-second session in 2010, the Commission
was not in a position to consider the second report of

Committee, the Commission provisionally adopted
draft articles1, 3 and 4.

the Special Rapporteur, which was submitted to the
Secretariat.

At the sixty-sixth session in 2014,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third report of the Special Rappor-

At the sixty-third session in 2011, the Commission

teur, in which the Special Rapporteur undertook an

considered the second and third reports of the Special

analysis of the normative elements of immunity

Rapporteur. The second report reviewed and presented

ratione materiae, focusing on those aspects related to

the substantive issues concerning and implicated by

the subjective element. In that context, the general

the scope of immunity of a State official from foreign

concept of a “State official” was examined in the

criminal jurisdiction, while the third report addressed

report, and the substantive criteria that could be used

the procedural aspects, focusing, in particular on

to identify such persons were considered, especially

questions concerning the timing of consideration of

in respect of those who may enjoy immunity ratione

immunity, its invocation and waiver. The debate

materiae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The report

revolved around, inter alia, issues relating to metho-

further considered a linguistic point concerning the

dology, possible exceptions to immunity and questions

choice of the most suitable term for designating

of procedure.

persons who enjoy immunity, given the terminological
difficulties posed by the term “official” and its

At the sixty-fourth session in 2012, the Commission

equivalents in the various languages, and suggested

appointed Ms. Concepción Escobar Hernández as

instead that “organ” be employed. Following an

Special Rapporteur to replace Mr. Roman Kolodkin,

analysis of relevant national and international judicial

who was no longer a member of the Commission.

practice, treaty practice and the previous work of the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preliminary report

Commission, the Special Rapporteur proposed two

of the Special Rapporteur.

draft articles relating to the general concept of “an
official” for the purposes of the draft articles and the

At the sixty-fifth session in 2013, the Commission

subjective scope of immunity ratione materiae. It

had before it the second report of the Special Rappor-

was envisaged that the material and temporal scope

teur, in which, inter alia, six draft articles were

of immunity ratione materiae would be the subject of

presented, following an analysis of: (a) the scope of

consideration in the Special Rapporteur’s next report.

the topic and of the draft articles; (b) the concepts of

The Commission decided to refer the draft articles to

immunity and jurisdiction; (c) the difference between

the Drafting Committee, and subsequently provisionally

immunity ratione personae and immunity ratione

adopted draft articles 2 (e) and 5 on the basis of the

materiae; and (d) identified the basic norms comprising

report of the Drafting Committee, and commentaries

the regime of immunity ratione personae. Following

the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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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sixty-seventh session in 2015, the Commission

by the Special Rapporteur in her fifth report, to the

had before it the fourth report of the Special Rappor-

Drafting Committee. Upon its consideration of the

teur, which was devoted to the consideration of the

report of the Drafting Committee, the Commission

remaining aspects of the material scope of immunity

voted to adopt draft article 7, an annex to the draft

ratione materiae, namely what constituted an “act

articles and a footnote to two of its headings, together

performed in an official capacity”, and its temporal

with commentaries thereto.

scope. The report contained proposals for draft article
2, subparagraph (f), defining an “act performed in an

At its seventieth session, in 2018, the Commission

official capacity” and draft article 6 on the scope of

had before it the sixth report of the Special Rappor-

immunity ratione materiae. The Commission decided

teur, which was devoted to addressing procedural

to refer the two draft articles to the Drafting Committee,

aspects of immunity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and subsequently took note of draft articles 2, sub-

The Commission only held a partial debate on the

paragraph (f), and 6, provisionally adopted by the

sixth report, which was to be completed at the

Drafting Committee.

seventy-first session in 2019.

At its sixty-eighth session, in 2016, the Commission

The work of the Commission on the topic as

had before it the fifth report of the Special Rappor-

described above has been proceeding in accordance

teur analysing the question of limitations and excep-

with the resolut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tions to the immunity of State officials from foreign

under the item relating to the report of the Inter-

criminal jurisdiction. As at the time of its consideration

national Law Commission.

the report was available to the Commission in only
two of the six official languages of the United
Nations, the Commission commenced the debate on
the report on a preliminary and exceptional basis.
The Commission decided to continue and finalize

Crimes against humanity
인도에 반하는 죄
Last update: August 9, 2017

the debate at its sixty-ninth session.
At its sixty-sixth session, in 2014, the International
Also at its sixty-eighth session, the Commission

Law Commission decided to include the topic “Crimes

provisionally adopted draft articles 2 (f) and 6, together

against humanity” in its programme of work, on the

with commentaries thereto, which had been pro-

basis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Working Group

visionally adopted by the Drafting Committee and

on the long-term programme of work. The Commission

taken note of by the Commission at its sixty-seventh

decided to appoint Mr. Sean D. Murphy as Special

session.

Rapporteur for the topic.

At its sixty-ninth session, in 2017, the Commission

At its sixty-seventh session in 2015, the Commission

continued its consideration of the fifth report of the

considered the first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Special Rapporteur. Following the plenary debate,

which contained, inter alia, two draft articles relating

the Commission referred draft article 7, as proposed

respectively to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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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s against humanity and to the definition of

sentation and consideration of two reports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The Commission decided

Drafting Committee, the Commission adopted on

to refer the draft articles to the Drafting Committee

first reading a draft preamble, a set of 15 draft articles

and subsequently provisionally adopted draft articles

and a draft annex, together with commentaries thereto,

1 to 4, together with commentaries thereto.

on crimes against humanity, and deci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6 to 21 of its Statute, to transmit the

At its sixty-eighth session, in 2016, the Commission

draft conclusions,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to

had before it the second report of the Special Rappor-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s,

teur on the topic, as well as a memorandum by the

for comments and observations, with the request that

Secretariat The second report addressed, inter alia,

such comments and observations be submitted to the

criminalization under national law, establishment of

Secretary-General by 1 December 2018.

national jurisdiction, general investigation and cooperation for identifying alleged offenders, exercise of

The work of the Commission on the topic as

national jurisdiction when an alleged offender is

described above has been proceeding in accordance

present, aut dedere aut judicare and fair treatment of

with the successive resolutions adopted by the General

an alleged offender, as well as proposed six draft

Assembly under the item relating to the report of the

articles corresponding to such issues (draft articles 5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to 10). The Commission referred draft articles 5 to
10 to the Drafting Committee and requested the
Drafting Committee to consider the question of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legal persons on the basis
of a concept paper to be prepared by the Special
Rapporteur.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s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Last update: November 20, 2018

Following presentation and consideration of two

At its sixty-fifth session, in 2013, the International

reports of the Drafting Committee, the Commission

Law Commission decided to include the topic “Pro-

provisionally adopted draft articles 5 to 10, as well as

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mmentaries thereto.

conflicts” in its programme of work, on the basis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Working Group on the

At its sixty-ninth session, in 2017, the Commission

long-term programme of work. The Commission

considered the third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decided to appoint Ms. Marie G. Jacobsson as

The report addressed, in particular: extradition, non-

Special Rapporteur for the topic.

refoulement, mutual legal assistance, victims, witnesses
and other affected persons, relationship to competent

At the sixty-sixth session in 2014, the Commission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federal State obliga-

considered the preliminary report of the Special

tions, monitoring mechanisms and dispute settlement,

Rapporteur, which provided an introductory overview

remaining issues, the preamble to the draft articles,

of phase I of the topic, namely the environmental

and final clauses of a convention. Following pre-

rules and principles applicable to a potential armed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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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 (“peacetime obligations”).

visionally adopted the draft principles which it had
taken note of at its sixty-seventh session, together

At the sixty-seventh session in 2015, the Commission

with commentaries thereto.

had before it the second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which, inter alia, identified and examined existing

At its sixty-ninth session, the Commission esta-

rules of armed conflict directly relevant to the pro-

blished a Working Group on the topic, chaired by

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

Mr. Marcelo Vázquez-Bermúdez. The Working Group

The report contained five draft principles and three

had before it the draft commentaries prepared by the

draft preambular paragraphs. The Commission decided

Special Rapporteur, even though she was no longer

to refer the draft preambular paragraphs and the draft

with the Commission, on draft principles 4, 6 to 8,

principles, as contained in the report of the Special

and 14 to 18 provisionally adopted by the Drafting

Rapporteur, to the Drafting Committee, with the

Committee at the sixty-eighth session of the Com-

understanding that the provision on use of terms was

mission, and taken note of by the Commission at the

referred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discussions and

same session. The Working Group focused its dis-

was to be left pending by the Drafting Committee.

cussion on considering the way forward. Upon con-

The Commission subsequently took note of the draft

sideration of the oral report the Chair of the Working

introductory provisions and draft principles I-(x) to

Group, the Commission decided to appoint Ms.

II-5, provisionally adopted by the Drafting Committee.

Marja Lehto as Special Rapporteur.

At its sixty-eighth session, in 2016, the Commission

At its seventieth session, the Commission adopted

had before it the third report of the Special Rappor-

draft principles 4, 6, 7, 8, 14, 15, 16, 17 and 18

teur, which focused on identifying rules of parti-

(A/CN.4/L.876), which had been taken note of at the

cular relevance to post-conflict situations, while also

sixty-eighth session (2016). The Commission also

addressing some preventive issues to be undertaken

had before it the first report of the Special Rappor-

in the pre-conflict phase. The report contained a pro-

teur, Ms. Marja Lehto, which, inter alia, considered

posal of three draft principles on preventive measures,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under the law of

five draft principles on the post-conflict phase and

occupation;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situations

one draft principle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of occupation through international human rights

The Commission referred the draft principles to the

law;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Drafting Committee and referred back to the Drafting

in situations of occupation, and included proposals

Committee the draft introductory provisions and draft

for draft principles 6 (2), 15 to 18.

principles it had taken note of during its sixty-seventh
session to address some technical issues. Upon

The work of the Commission on the topic as

receipt of the reports of the Drafting Committee, the

described above has been proceeding in accordance

Commission (a) took note of draft principles 4, 6, 7,

with the successive resolutions adopted by the

8, 14, 15, 16, 17 and 18, which had been provisionally

General Assembly under the item relating to the

adopted by the Drafting Committee, and (b) pro-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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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국제법위원회 문서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 (강행규범)

Last update: November 20, 2018

which sought to set out the criteria for the identification of peremptory norms (jus cogens), taking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s
a point of departure. The Commission subsequently
decided to refer draft conclusions 4 to 9, as contained

* At its sixty-ninth session, in 2017, the Commission

in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to the

decided to change the title of the topic from “jus

Drafting Committee, and decided to change the title

cogens” to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

of the topic from “Jus cogens” to “Peremptory

tional law (jus cogens).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as
proposed by the Special Rapporteur. The Commission

At its sixty-seventh session, in 2015, the Inter-

subsequently took note of the interim report of the

national Law Commission decided to include the

Chair of the Drafting Committee on draft conclusions

topic “Jus cogens” in its programme of work, on the

2 [3 (2)], 4, 5, 6 and 7 provisionally adopted by the

basis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Working Group

Committee, which was submitted to the Commission

on the long-term programme of work. The Commission

for information.

decided to appoint Mr. Dire D. Tladi as Special
Rapporteur for the topic.

At its seventieth session,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third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At its sixty-eighth session, in 2016, the Commission

which considered the consequences and legal effects

had before it the first report of the Special Rappor-

of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jus

teur, which set out the Special Rapporteur’s general

cogens). The Commission subsequently decided to

approach to the topic, addressed conceptual issues

refer draft conclusions 10 to 23, as contained in the

relating to jus cogens (peremptory norms of interna-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to the Drafting

tional law), including their nature and definition, and

Committee. The Commission subsequently took note

proposed three draft conclusions. The report also

of the interim reports of the Chair of the Drafting

invited the Commission to comment on its preferred

Committee on draft conclusions 8 and 9, as well as

approach to the topic. Upon its consideration of the

10 to 14, provisionally adopted by the Committee,

first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the Commission

which were presented to the Commission for infor-

referred draft conclusions 1 and 3 to the Drafting

mation.

Committee. The Commission subsequently took note
of the interim report of the Drafting Committee on

The work of the Commission on the topic as

the topic, containing the draft conclusions it had

described above has been proceeding in accordance

provisionally adopted, which had been transmitted

with the successive resolutions adopted by the General

to the Commission for information only.

Assembly under the item relating to the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t its sixty-ninth session,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second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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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
국가책임의 승계
Last update: September 24, 2018

Special Rapporteur considered certain special categories of State succession to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responsibility (Part Three). The future programme
of work on the topic was then addressed (Part Four).

At its sixty-ninth session, in 2017,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decided to include the topic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 in its programme of work, on the basis of the

The Special Rapporteur proposed seven draft articles
corresponding to the issues considered in Part One
(draft article 5), Part Two (draft article 6), and Part
Three (draft articles 7 to 11) of his report.

recommendation of the Working Group on the longterm programme of work. The Commission decided
to appoint Mr. Pavel Šturma as Special Rapporteur
for the topic.

Following the debate in plenary, the Commission
decided to refer draft articles 5 to 11, as contained in
the second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to the
Drafting Committee. The Commission subsequently

At the same session,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first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which
sought to set out the Special Rapporteur’s approach
to the scope and outcome of the topic, and to provide
an overview of general provisions relating to the topic.

took note of the interim report of the Chair of the
Drafting Committee on draft article 1, paragraph 2,
and draft articles 5 and 6, provisionally adopted by
the Drafting Committee, which was submitted to the
Commission for information only.

Following the debate in plenary, the Commission
decided to refer draft articles 1 to 4, as contained in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to the Drafting
Committee. The Commission subsequently took
note of the interim report of the Chair of the Drafting
Committee on draft articles 1 and 2 provisionally

At the same session, the Commission decided to
request from the Secretariat a memorandum providing
information on treaties registered pursuant to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hich may
be of relevance to its future work on the topic.

adopted by the Committee, which was submitted to
the Commission for information.
At its seventieth session, in 2018, the Commission

General principles of law
법의 일반원칙
Last update: July 24, 2018

had before it the second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his report, which was composed of

At its seventieth session, in 2018, the International

four parts, the Special Rapporteur at first addressed

Law Commission decided to include the topic “General

certain introductory issues, including the legality of

principles of law” in its programme of work, on the

succession (Part One). He then discussed the general

basis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Working Group

rules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on the long-term programme of work. The Commission

responsibility, particularly in relation to attribution

decided to appoint Mr. Marcelo Vázquez-Bermúdez

and in relation to the difference between continuing

as Special Rapporteur for the topic.

and completed breaches (Part Two). Thereaft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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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국제법위원회 문서

Sea-level rise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law
해수면 상승과 국제법
Last update: May 31, 2019

Working Group on the long-term programme of
work. The Commission also decided to establish an
open-ended Study Group on the topic, to be cochaired, on a rotating basis, by: Mr. Bogdan Aurescu,

At its seventy-first session, in 2019,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decided to include the topic “Sea-

Mr. Yacouba Cissé, Ms. Patricia Galvão Teles, Ms.
Nilüfer Oral and Mr. Juan José Ruda Santolaria.

level rise in international law” in its programme of
work, on the basis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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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
- 인종차별철폐협약 적용(카타르 v. 아랍에미리트) 사건에서 아랍에미리트, 재판소에 잠정조치 지시를 요청
2019년 3월 25일, 아랍에미리트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적용(카타르 v. 아랍에미리트) 사건에 대해 잠정
조치의 지시 요청서를 재판소 사무처에 제출하였다. 사건의 지난 경과를 먼저 살펴보면, 2018년 6월
11일, 카타르는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두 국가가 모두 당사국인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ERD)의 위반 혐의에 대해 ICJ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카타르는 아랍에미리트가 명백
하게 카타르 국적에 근거하여 카타르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일련의 차별적 조치를 제정하고 실행했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인권 침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하였다. 카타르는 ICJ 관할권에 대한
근거로 ICJ규정 제36조 제1항과, CERD 제22조를 원용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CERD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상의 의무를 위반한데 대해 ICJ의 판단을 요청하고, ICJ가 아랍에미리트가
CERD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하였다. 2018년 6월
11일, 카타르는 또한 ICJ규정 제41조 및 ICJ규칙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근거하여 CERD에 따른
카타르인과 그들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의 악화와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잠정조치 지시를 ICJ에
요청하였고, 2018년 7월 23일, 재판소는 명령을 통해 양 당사국에게 다음의 몇 가지 잠정조치를 지시하
였다. 첫째, 2017년 6월 5일 채택한 조치에 의해 분리된 카타르인을 포함한 가족의 재결합을 보장하고,
둘째, 2017년 6월 5일 채택한 조치에 영향을 받은 카타르 학생들이 아랍에미리트에서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하거나 다른 곳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원하는 경우에는 교육 기록을 얻을 기회를 부여하며,
셋째 2017년 6월 5일에 채택한 조치에 영향을 받은 카타르인들이 아랍에미리트 법원과 사법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등이다.
2019년 3월 25일 제출한 잠정조치 지시 요청서에서 아랍에미리트는 카타르가 2018년 10월 29일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위원회)에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함으로써 분쟁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확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카타르가 CERD위원회에 제출한 통보(Communication)를 철회하고, 분쟁을 심화
시키거나 연장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의 지시를 재판소에 요청
하였다.

< 관련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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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인종차별철폐협약 적용(카타르 v. 아랍에미리트) 사건에서 아랍에미리트, 재판소에 잠정조치 지시를 요청

No. 2019/12
25 March 2019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Qatar v. United Arab Emirates)
The United Arab Emirates requests the Court to indicate provisional measures

THE HAGUE, 25 March 2019. On 22 March 2019,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filed in the
Registry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a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in the case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Qatar v. United Arab Emirates).
It is recalled that, on 11 June 2018, the State of Qatar (Qatar) instituted proceedings against the UAE
with regard to alleged viol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of 21 December 1965 (CERD), to which both States are parties. On the same date, Qatar also
filed a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to protect against further, irreparable harm . . . the
rights of Qataris and their families under the CERD . . . and to prevent aggravation or extension of the
dispute”. By an Order dated 23 July 2018, the Court indicated certain provisional measures to the Parties.
The UAE now requests the Court to indicate provisional measures in order to preserve its rights to
procedural fairness, to an equal opportunity to present its case and to proper administration of justice, which
are alleged to be threatened by Qatar’s pursuing of parallel proceedings before the Court and a CERD
Committee in respect of the same dispute. Provisional measures are also said to be necessary to “prevent
Qatar from further aggravating or extending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pending a final decision in the
case. In this connection, the Respondent claims that Qatar “has severely aggravated and extended the
dispute”, by “referring the matter again” to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Committee) on 29 October 2018, “after it had abandoned those proceedings by its Application
instituting proceedings before this Court” submitted on 11 June of the same year; by “hampering the UAE
attempts to assist Qatari citizens, including by blocking within its territory access to the UAE Government
website by which Qatari citizens can apply for a permit to return to the UAE”; by “using its 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owned, controlled and funded media outlets . . . to disseminate false accusations
regarding the UAE”.
According to the Respondent, there is “a real and imminent risk that irreparable prejudice will be
caused” to its procedural rights before any final judgment can be rendered by the Court. It is also stressed in
the UAE’s Request that provisional measures are required “on an urgent basis” to prevent Qatar from “further
aggravating or extending the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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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regard to jurisdiction, the Respondent points out that, according to the Court’s Order of 23 July
2018, pursuant to Article 22 of the CERD, it has prima facie jurisdiction to deal with the case. The UAE
argues that this jurisdiction also extends to its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The UAE requests that the Court “order that:
(i) Qatar immediately withdraw its Communication submitted to the CERD Committee pursuant
to Article 11 of the CERD on 8 March 2018 against the UAE and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terminate consideration thereof by the CERD Committee;
(ii) Qatar immediately desist from hampering the UAE’s attempts to assist Qatari citizens,
including by un-blocking in its territory access to the website by which Qatari citizens can
apply for a permit to return to the UAE;
(iii) Qatar immediately stop its national bodies and its State-owned, controlled and funded media
outlets from aggravating and extending the dispute and making it more difficult to resolve by
disseminating false accusations regarding the UAE and the issues in dispute before the Court;
and
(iv) Qatar refrain from any action which might aggravate or extend the dispute before the Court or
make it more difficult to resolve.”
___________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paragraphs 233-244 of the Court’s Annual Report for
2017-2018, available on its website (under the headings “The Court”/“Annual Reports”) and in the press
release No. 2018/40 of 1 August 2018.
___________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___________
The full text of the UAE’s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of 22 March 2019 is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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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 mostly
criminal —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only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was established by treaty and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the 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s (IRMCT, mandated to take over residual fu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and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the
Kosovo Specialist Chambers and Specialist Prosecutor’s Office (an ad hoc judicial institution which has its
seat in The Hague),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___________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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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ICJ, 국제민간항공협약 제84조 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할권에 관한 제소(바레인, 이집트, 사우디아라
비아, 아랍에미리트 v. 카타르) 사건에 대해 원고의 항변서 및 피고의 재항변서 제출을 지시
ICJ는 2019년 3월 27일자 명령을 통해 국제민간항공협약 제84조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할권에 관한 제소(바레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v. 카타르) 사건에 대해 원고인 바레
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항변서의 제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카타르에 재항변서
제출을 지시하였다. 재판소는 이들 추가 서면소송서류의 제출 기한을 각각 2019년 5월 27일과 2019년
7월 29일로 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소송 당사국들의 입장을 고려하였다.
사건의 지난 경과를 살펴보면, 2018년 7월 5일, 바레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 4개
국은 공동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2018년 6월자 선결적 항변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소송(2건)을
ICJ에 제기하였다. 앞서 카타르는 2017년 10월 30일에 바레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
4개국이 카타르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한 조치(영공통과금지 포함)가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4개국을 ICAO에 제소하고, 바레인, 이집트, 아
랍에미리트 3개국이 카타르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한 조치(영공통과금지 포함)가 국제항공업
무통과협정(International Air Services Transit Agreement)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이 3개국을 역시 ICAO에 제소하였다. 바레인 등 4개국은 2018년 3월 19일 카타르의 위 제소사
건에 관하여 ICAO가 카타르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할 관할권이 없다는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으나,
ICAO 이사회는 2018년 6월 29일 이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바레인 등 4개국은 ICAO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ICJ에 이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13
1 April 2019
Appeal Relati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ICAO Council under Article 84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Bahrain, 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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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di Arabia and United Arab Emirates v. Qatar)
The Court directs the submission of a Reply by the Applicants and
a Rejoinder by the Respondent and fixes the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these written pleadings

THE HAGUE, 1 April 2019. By an Order dated 27 March 2019,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directed the submission of a Reply by Bahrain,
Egypt, Saudi Arab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the Applicants) and a Rejoinder by Qatar (the
Respondent) in the case concerning Appeal Relati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ICAO Council under Article 84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Bahrain, Egypt, Saudi Arabia and United Arab Emirates
v. Qatar).
The Court fixed 27 May 2019 and 29 July 2019 as the respective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these
written pleadings.
The Court made this Order taking into account the views of the Parties. The subsequent procedure has
been reserved for further decision.
___________
For a complete history of the proceedings, see paragraphs 245-253 of the Annual Report of the Court
for 2017-2018 and press release No. 2018/41 of 2 August 2018,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___________
The full text of the Order of 27 March 2019 can be found in the case documents on the Court’s website
(under “Cases” > “Pending Cases”).
___________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___________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sea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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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 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 mostly
criminal —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only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was established by treaty and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the 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s (IRMCT, mandated to take over residual fu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and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the
Kosovo Specialist Chambers and Specialist Prosecutor’s Office (an ad hoc judicial institution which has its
seat in The Hague),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___________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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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ICJ
- ICJ,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제2조 제2절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할권에 관한 제소(바레인, 이집트, 사
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v. 카타르) 사건에 대해 원고의 항변서 및 피고의 재항변서 제출을 지시
ICJ는 2019년 3월 27일자 명령을 통해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제2조 제2절 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관할권에 관한 제소(바레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v. 카타르) 사건에 대해
원고인 바레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항변서의 제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카타르에
재항변서 제출을 지시하였다. 재판소는 이들 추가 서면소송서류의 제출 기한을 각각 2019년 5월 27일과
2019년 7월 29일로 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소송 당사국들의 입장을 고려하였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14
1 April 2019
Appeal Relati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ICAO Council under Article II,
Section 2, of the 1944 International Air Services Transit Agreement
(Bahrain, Egypt and United Arab Emirates v. Qatar)
The Court directs the submission of a Reply by the Applicants and
a Rejoinder by the Respondent and fixes the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these written pleadings

THE HAGUE, 1 April 2019. By an Order dated 27 March 2019,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directed the submission of a Reply by Bahrain,
Egypt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the Applicants) and a Rejoinder by Qatar (the Respondent) in the case
concerning Appeal Relati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ICAO Council under Article II, Section 2, of the 1944
International Air Services Transit Agreement (Bahrain, Egypt and United Arab Emirates v. Qa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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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t fixed 27 May 2019 and 29 July 2019 as the respective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these
written pleadings.
The Court made this Order taking into account the views of the Parties. The subsequent procedure has
been reserved for further decision.
___________
For a complete history of the proceedings, see paragraphs 254-262 of the Annual Report of the Court
for 2017-2018 and press release No. 2018/42 of 2 August 2018,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___________
The full text of the Order of 27 March 2019 can be found in the case documents on the Court’s website
(under “Cases” > “Pending Cases”).
___________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___________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 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 mo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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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only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was established by treaty and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the 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s (IRMCT, mandated to take over residual fu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and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the
Kosovo Specialist Chambers and Specialist Prosecutor’s Office (an ad hoc judicial institution which has its
seat in The Hague),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___________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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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ICJ, 1955년 ｢이란-미국 우호,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 위반 혐의 (이란 v. 미국) 사건에 관한 원고의 답변서
및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기한 연장
재판소는 2019년 4월 8일자 명령을 통해 1955년 ｢이란-미국 우호,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 위반
혐의 (이란 v. 미국) 사건에 관한 원고 이란의 답변서 및 피고 미국의 준비서면 제출기한을 각각 2019년
4월 10일과 2019년 5월 24일로 연장하였다.
사건의 지난 경과를 살펴보면, 2018년 7월 17일, 이란은 미국이 1955년 ｢이란-미국 우호,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에 사건을 신청하였고, 동시에 미국이 5월 8일 제재조
치를 포함한 모든 제재 조치의 이행 및 집행을 중단할 것을 골자로 하는 잠정조치 지시를 재판소에
요청하였다. 2018년 10월 3일, 재판소는 이란의 잠정조치 지시 요청에 대해 이란이 주장하는 특정 권리
의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취할 것과 분쟁을 심화시키거나 확대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갈
것을 양 당사국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지시 명령을 내렸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16
15 April 2019
Alleged Violations of the 1955 Treaty of Amity, Economic Relations, and Consular Righ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Extension of the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the initial pleadings

THE HAGUE, 15 April 2019. By an Order dated 8 April 2019,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extended from 10 April 2019 to 24 May
2019 and from 10 October 2019 to 10 January 2020, respectively, the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the
Memorial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Counter-Memorial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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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ICJ, 1955년 ｢이란-미국 우호,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 위반 혐의 (이란 v. 미국) 사건에 관한 원고의 답변서
및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기한 연장

case concerning Alleged Violations of the 1955 Treaty of Amity, Economic Relations, and Consular Righ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In its Order, the President states that, by a letter dated 1 April 2019, the Co-Agent of Iran requested the
Court, for the reasons indicated in that letter, to extend by one and a half months the time-limit for the filing
of the Memorial.
It is further stated in the Order that, by a letter dated 5 April 2019, the Agent of the United States
informed the Court that her Government had no objection to the extension of the time-limit requested by Iran.
The subsequent procedure has been reserved for further decision.
___________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paragraphs 263-271 of the Court’s Annual Report for
2017-2018 and in the press releases Nos. 2018/43 of 30 August 2018, 2018/50 of 3 October 2018 and 2018/53
of 16 October 2018,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___________
The full text of the Order is also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___________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___________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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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 mostly
criminal —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only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was established by treaty and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the 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s (IRMCT, mandated to take over residual fu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and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the
Kosovo Specialist Chambers and Specialist Prosecutor’s Office (an ad hoc judicial institution which has its
seat in The Hague),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___________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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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ICJ, 면제와 형사절차(적도기니 v. 프랑스) 사건에 대한 원고의 항변서 및 피고의 재항변서 제출기한 연장
ICJ는 2019년 4월 17일자 명령을 통해 면제와 형사절차(적도기니 v. 프랑스) 사건에 대한 원고 적도기
니의 항변서 및 피고 프랑스의 재항변서 제출기한을 각각 2019년 5월 8일과 2019년 8월 21일로 연장하
였다.
사건의 지난 경과를 살펴보면, 2016년 6월 13일 적도기니가 프랑스를 상대로 “적도기니의 북방 및
안보를 담당하는 제2 부통령(Teodoro Nguema Obiang Mangue)의 형사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와 외교
공관이자 국가재산인 적도기니의 대사관 내에 위치한 건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 2016년 9월 29일 적도기니는 프랑스 국내법원에 제소된 적도기니 부통령에
관한 모든 형사소송을 프랑스가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잠정조치 지시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ICJ는 2016년 12월 7일자 명령을 통해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프랑스가 파리 포크가에 있는
적도기니의 외교사절의 주거를 위해 사용되는 건물이 불가침을 향유하기 위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등한 취급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잠정조치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적도기니가 요청한 형사소송 중지는 필요한 잠정조치가 아니라고 보았다. ICJ는
2017년 4월 5일자 명령을 통해 ICJ는 프랑스가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관하여 적도기니가 자신의 의견과
부탁사항을 담은 서면진술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확정하였다. 2017년 3월
31일, 프랑스는 ICJ의 관할권에 대해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고 ICJ 규칙 제79조 제5항에 따라 본안
절차는 중지되었다. 2018년 6월 6일, 재판소는 프랑스의 선결적 항변에 대해 이 사건이 파리 42 Avenue
Foch에 소재한 적도기니의 외교공관 건물의 지위와 관련이 있는 한 적도 기니의 신청에 따라 외교관계
에 관한 비엔나협약 선택의정서에 근거하여 본 사건에 대해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결정하고
적도기니 신청의 일부를 인정하였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17
26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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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Extension of the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the Reply and the Rejoinder

THE HAGUE, 26 April 2019. By an Order dated 17 April 2019,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extended from 24 April 2019 to 8
May 2019 and from 24 July 2019 to 21 August 2019, respectively, the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the Reply
of the Republic of Equatorial Guinea and the Rejoinder of the French Republic in the case concerning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In its Order, the President states that, by a letter dated 11 April 2019, the Agent of the Republic of
Equatorial Guinea requested the Court to extend by two weeks the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the Reply and
the Rejoinder, and indicated the reasons for that request.
It is further stated in the Order that, by a letter dated 12 April 2019, the Agent of the French Republic
informed the Court that his Government had no objection to the extension of the time-limits requested by the
Republic of Equatorial Guinea.
The subsequent procedure has been reserved for further decision.
___________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paragraphs 161-175 of the Court’s Annual Report for
2017-2018 and in press release No. 2019/6, both of which are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___________
The full text of the Order is also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___________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___________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sea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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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 mostly
criminal —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only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was established by treaty and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the 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s (IRMCT, mandated to take over residual fu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and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the
Kosovo Specialist Chambers and Specialist Prosecutor’s Office (an ad hoc judicial institution which has its
seat in The Hague),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___________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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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ICJ, 뺷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뺸과 뺷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뺸의 적용(우크라
이나 v. 러시아) 사건에서 러시아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공개심리 개최
2019년 5월 1일자 보도에 따르면, ICJ는 뺷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뺸과 뺷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뺸의 적용(우크라이나 v. 러시아) 사건에서 러시아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공개심리를 헤이그 평화궁에서 2019년 6월 3일부터 7일까지 개최한다. 본 사건의 지난 경과를 살펴보
면, 2017년 1월 16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1999년 뺷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뺸
과 1965년 뺷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뺸의 위반에 관해 ICJ에 제소하고, 2017년 1월
16일, 뺷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 협약뺸에 근거한 4가지의 잠정조치와 뺷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뺸에 근거한 5가지의 잠정조치 지시를 재판소에 요청하였다. 2017년 4월 17일,
ICJ는 우크라이나의 요청 일부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지시하였다. 이에 2018년 9월 12일 러시아가
재판소 관할권과 신청의 수리가능성(admissibility)에 대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함에 따라 ICJ 규칙 제79
조 제5항에 의거하여 그 때부터 본안절차가 정지되었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18
1 May 2019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Preliminary Objections
The Court to hold public hearings from Monday 3 to Friday 7 June 2019

THE HAGUE, 1 May 2019.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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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will hold public hearings in the case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from Monday 3 to Friday
7 June 2019,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the seat of the Court.
The hearings will be devoted to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the Russian Federation.
___________
History of the proceedings
For a complete history of the proceedings, see paragraphs 192-199 of the Annual Report of the Court
for 2017-2018 and press release No. 2018/48 of 1 October 2018,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___________
Schedule for the hearings
First round of oral argument
Monday 3 June 2019

10 a.m.-1 p.m.: Russian Federation

Tuesday 4 June 2019

10 a.m.-1 p.m.: Ukraine

Second round of oral argument
Thursday 6 June 2019

10 a.m.-12 noon: Russian Federation

Friday 7 June 2019

10 a.m.-12 noon: Ukraine
___________

Multimedia
The hearings will be streamed live and on demand (VOD)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en/
multimedia-index) as well as on UN Web TV, the United Nations online television channel. Still photographs
of the event will be posted on the first two days of the hearings on the ICJ website, as well as on the Court’s
Twitter feed (@CIJ_ICJ). Selected high-resolution video footage (b-roll) of the event will be available for TV
use on the Court’s website on the same day.
All the photographs and videos made available to the media by the ICJ are free of charge and free of
copyright for editorial, non-commercial use.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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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nformation regarding the accreditation/admission procedures for these hearings as well as the
video streaming options (low and high resolution) and practical information for the media, please see below.
___________
A. Admission procedures
Owing to the limited number of seats available in the Great Hall of Justice, priority access will be given
to representatives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case, and to members of the diplomatic corps.
1. Members of the diplomatic corps
The Information Department requests members of the diplomatic corps who plan to attend the
hearings to notify it accordingly before midnight on Thursday 30 May 2019 (The Hague time), by e-mail to
confirmation@icj-cij.org.
2. Members of the public
A number of seats will be allocated to members of the public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There
will be no advance registration procedure, and admission requests submitted beforehand will not be
considered.
3. Media representatives
Media representatives are subject to a compulsory online accreditation procedure, which will close at
midnight on Thursday 30 May 2019 (The Hague time). Requests submitted after this deadline will not be
considered. The Information Department reserves the right to close the procedure prior to this date if the
number of accredited members of the media reaches the maximum capacity of the press room.
B. Further practical information for the media
1. Verbatim records of the hearings
Verbatim records of the oral arguments will be published daily on the Court’s website. On the final day
of the hearings, a press release will be issued presenting the submissions of the Parties. Note that the Court’s
press releases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2. Entry to the Peace Palace
The Press Room will be open one hour prior to the start of hearings and will close one hour after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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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de. Accredited media representatives must bring with them their personal ID and press card, and are
asked to arrive at the Peace Palace one hour before the start of the hearings at the latest. Only duly accredited
individuals with valid identification will be permitted to enter the Peace Palace grounds.
3. Parking at the Peace Palace, satellite vehicles
No parking is allowed on the Peace Palace grounds apart from satellite vehicles. Media wishing to park
satellite vehicles are requested to fill in the appropriate fields in the online accreditation form. Televised
media wishing to broadcast the hearings live should contact the Information Department as soon as possible
to make the necessary arrangements. Satellite vehicle technicians/drivers will be informed in due course of
the access times for the Peace Palace grounds.
4. Access to the courtroom
Photographers and camera crews will only be permitted to enter the room for a few minutes at the start
of the hearings of the first round of oral argument. They will be accompanied by Registry staff members and
must keep to the right-hand side of the room. Journalists will be able to follow the hearings from the Press
Room.
5. Press Room
The hearings will be transmitted live on a large screen, in English and French, in a press room equipped
with a shared Internet access (Wi-Fi, Ethernet). TV crews can connect to the Court’s PAL (HD and SD) and
NTSC (SD) audio-visual system and radio reporters to the audio system.
6. Other media services
For further practical information (on requests for interviews, TV stand-up positions, audio and video
outputs available, etc.), please visit the Court’s website. Click on “Press Room”, and then on “Media
Services”.
___________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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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 mostly
criminal —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only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was established by treaty and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the 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s (IRMCT, mandated to take over residual fu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and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the
Kosovo Specialist Chambers and Specialist Prosecutor’s Office (an ad hoc judicial institution which has its
seat in The Hague),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___________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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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ICJ, 인종차별철폐협약 적용(카타르 v. 아랍에미리트) 사건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대하여 카
타르의 의견 및 부탁사항에 관한 서면진술 제출기한 결정
2019년 5월 2일자 명령을 통해 ICJ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적용(카타르 v. 아랍에미리트) 사건에서 아랍
에미리트가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대하여 카타르의 의견 및 요청사항에 관한 서면진술 제출기한을
2019년 8월 30일로 정하였다. 아랍에미리트는 2019년 4월 30일 ICJ규칙 제79조 5항에 따라 재판소
관할권과 신청의 수리가능성(admissibility)에 대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한 바 있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20
10 May 2019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Qatar v. United Arab Emirates)
Fixing of time-limit for the filing by Qatar of a written statement of its observations
and submissions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the United Arab Emirates

THE HAGUE, 10 May 2019. By an Order dated 2 May 2019,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fixed the time-limit within which Qatar
may present a written statement of its observations and submissions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the United Arab Emirates (the “UAE”) in the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Qatar v. United Arab Emirates).
In his Order, the President recalls that, on 25 July 2018, he had fixed 25 April 2019 and 27 January
2020 as the respective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a Memorial by Qatar and a Counter-Memorial by the 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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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at the Memorial of Qatar was filed within the time-limit thus fixed.
The President also recalls that, on 30 April 2019, the UAE raised certain preliminary objections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the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and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79,
paragraph 5, of the Rules of Court, the proceedings on the merits have therefore been suspended.
Pursuant to that same provision, the President, by the said Order, has fixed 30 August 2019 as the
time-limit within which Qatar may present a written statement of its observations and submissions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the UAE.
It is further explained in the Order that that date has been fixed taking account in particular of Practice
Direction V, according to which the time-limit for the presentation of such a written statement shall generally
not exceed four months from the date of the filing of preliminary objections.
The subsequent procedure has been reserved for further decision.
___________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may be found in the Annual Report of the Court for 2017-2018 (paras.
233-244) and in press releases Nos. 2018/40, 2019/12 and 2019/15,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___________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___________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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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 mostly
criminal —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only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was established by treaty and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the 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s (IRMCT, mandated to take over residual fu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and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the
Kosovo Specialist Chambers and Specialist Prosecutor’s Office (an ad hoc judicial institution which has its
seat in The Hague),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___________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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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ICJ, “CIJ-ICJ” 모바일 앱 출시
2019년 5월 22일, ICJ가 모바일 기기용 앱을 출시하였다. 앱은 영어, 불어 두 언어로 이용 가능하며
무료이다. 이 앱을 통해 ICJ의 176개 사건과 판결, 명령 및 권고적 의견을 포함한 모든 결정, 보도자료,
재판소 일정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21
22 May 2019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launches an app

THE HAGUE, 22 May 2019. Toda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launched a mobile device app.
The free app, called CIJ-ICJ, allows users to keep abreast of developments at the Court in its two
official languages, French and English, by providing essential information on the Court and its activities,
including on pending and concluded cases, decisions, press releases and the Court’s judicial calendar. It also
allows users to receive real-time notifications as soon as a new decision or press release is published, and
enables members of the media to register for accreditation for the Court’s public hearings and readings.
The app consists of five sections: “Court” introduces the ICJ; “Cases” lists the 176 cases dealt with by
the Court since 1946; “Decisions” gives access to all of the Court’s judgments, orders and advisory opinions;
“Press” shows every press release published since the Court’s establishment; and “Calendar” contains the
dates of all public hearings and sittings, as well as a link to the Court’s online accreditation procedure.
Users are encouraged to enable notifications (from the settings app of their mobile device) to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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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 to receive the latest decisions and press releases of the Court in real time. To ensure optimal
performance, they are also advised to update the app whenever updates are available.
The new app is available for download free of charge in the App Store (for iOS devices) at
https://itunes.apple.com/us/app/cij-icj/id1447243376?mt=8 and on Google Play (for Android devices) at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icj.icjmobileapp&hl=en. Its launch is part of the Registry’s
recent efforts to use modern technology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Court, and makes the Court the first
international judicial body in the Netherlands to put such a tool at the disposal of the public.
___________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 mostly
criminal —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only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was established by treaty and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the 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s (IRMCT, mandated to take over residual fu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and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the
Kosovo Specialist Chambers and Specialist Prosecutor’s Office (an ad hoc judicial institution which has its
seat in The Hague),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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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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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ICJ 사무처장(Registrar)에 Philippe Gautier 선출
2019년 5월 22일에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ICJ는 벨기에 국적의 Philippe Gautier를 차기 사무처장으
로 선출하였다. Philippe Gautier는 전임 사무처장인 Philippe Couvreur가 2019년 7월 1일에 은퇴한
후 임무를 승계한다. Gautier는 현재 ITLOS 사무처장으로 활동 중이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9/22
22 May 2019
Mr. Philippe Gautier elected Registrar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HAGUE, 22 May 2019. At a private meeting held on 22 May 2019,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elected Mr. Philippe Gautier, of Belgian
nationality, to the post of Registrar. He will succeed Mr. Philippe Couvreur who is retiring on 1 July 2019 (see
Press Release No. 2019/4).
Mr. Gautier is currently the Registrar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a
post which he has held since 2001, having served as Deputy-Registrar of the same Tribunal from 1997 to
2001. Prior to that, he had held the positions of Deputy Director, Head of the Law of the Sea/Antarctica Office
(1991-1995), and Director, Head of the Treaties Division (1995-1997), at the Bel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r. Gautier is a member of various scientific and learned bodies, extraordinary professor at the
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and a visiting professor at various other universities, where he lectures on
several aspects of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the law of the sea. He is also the author of numerous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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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of the Rules of Court, Mr. Gautier has been elected for a term of seven
years.
The functions of the Registrar are defined by the Rules of Court (Article 26). The Registrar assists the
Court in the exercise of its judicial functions and is responsible for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Court and
States. He is also responsible for all the departments and divisions of the Registry.
___________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 mostly
criminal —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only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was established by treaty and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the 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s (IRMCT, mandated to take over residual fu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and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the
Kosovo Specialist Chambers and Specialist Prosecutor’s Office (an ad hoc judicial institution which has its
seat in The Hague),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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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 ICJ 사무처장(Registrar)에 Philippe Gautier 선출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참고: 현재 ICJ에 계류 중인 사건 목록 (2019. 6. 14. 기준)
○ 심리 또는 심의 중에 있는 사건 목록
1.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2. Jadhav (India v. Pakistan)
3.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Qatar v. United Arab Emirates)
○ 재판 계류 중인 사건 (사건 도입 날짜순)
1.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2.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3. Question of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Nicaragua and Colombia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Nicaraguan Coast (Nicaragua v. Colombia)
4. Alleged Violations of Sovereign Rights and Maritime Space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Colombia)
5.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 (Somalia v. Kenya)
6. Dispute over the Status and Use of the Waters of the Silala (Chile v. Bolivia)
7.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8. Certain Iranian Asse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9.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10. Jadhav (India v. Pakistan)
11. Arbitral Award of 3 October 1899 (Guyana v. Venezuela)
12.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Qatar v. United Arab Emi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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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ppeal Relati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ICAO Council under Article 84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Bahrain, Egypt, Saudi Arabia and United Arab Emirates v. Qatar)
14. Appeal Relati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ICAO Council under Article II, Section 2, of the 1944
International Air Services Transit Agreement (Bahrain, Egypt and United Arab Emirates v. Qatar)
15. Alleged violations of the 1955 Treaty of Amity, Economic Relations, and Consular Righ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16. Relocation of the United States Embassy to Jerusalem (Palestine v. United States of America)
17. Guatemala/Be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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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국제해양법재판소)
- ITLOS, M/V “Norstar” 사건 (파나마 v. 이탈리아)에 대해 최종 판결
2019년 4월 10일, ITLOS는 M/V “Norstar” 사건 (파나마 v. 이탈리아)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본 사건에 대해 2016년 3월 11일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대해 재판소가 2016년 11월 4일, 재판관
할권이 있다고 결정한 후 2년 5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이 사건은 2015년 12월 17일, 파나마가 이탈리아를 상대로 파나마 국적 선박인 MV Nostar의 나포
및 억류에 관한 이탈리아와의 분쟁을 ITLOS에 신청하면서 시작되었다. 파나마가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
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MV Norstar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해 밖의 공해에서 초대형 요트에
경유를 공급하는 일에 참여해왔다. 파나마는 신청서에서, 이탈리아가 초대형 요트에 경유를 공급하는
것은 이탈리아법 위반이라며 스페인에게 MV Norstar의 나포를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1998년
9월 24일, 스페인이 팔마데마요르카(Palma de Mallorca) 만에서 MV Norstar를 나포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파나마는 신청서에서, 1998년 MV Norstar의 불법 나포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이탈리아가
금전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청의 근거로서, 파나마는 이탈리아가 유엔해양법협약의 여러
규정을 위반―특히, 제33조, 제73조 제3항 및 제4항, 제87조, 제111조, 제226조, 제300조―하였으며,
특히 항해의 자유를 침해 주장하였다. 이 분쟁은 유엔해양법협약 제287항에 따라 파나마와 이탈리아가
행한 선언에 근거하여 회부되었다. 이 사건은 ITLOS 사건 목록에 “Case No. 25”로 접수되었다.
재판소는 판결에서 공해의 자유 관련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이탈리아가 MV
Nostar 나포 명령을 내리고, 스페인 당국에게 나포를 요청하였으며, 그리고 MV Nostar를 나포하고
억류한 것은 항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공해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탈리아가 신의성실과 권리남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300조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파나마가 이탈리아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에 대해서는 금전배상 액수로 미화 285,000달러와 함께 MV Nostar가
나포된 1998년 9월 25일부터 ITLOS이 내려진 2019년 4월 10일까지 연 2.7182%의 복리이자를 결정하
였다.

< 관련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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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THE M/V “NORSTAR” CASE (PANAMA V. ITALY)
TRIBUNAL DELIVERS ITS JUDGMENT

Today, 10 April 2019,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delivered its Judgment in The
M/V “Norstar” Case (Panama v. Italy).
In its Judgment, the Tribunal finds that Italy violated article 87,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that
article 87, paragraph 2, of the Convention is not applicable in the case, and that Italy did not violate article 300
of the Convention. The Tribunal awards Panama compensation for the loss of the M/V “Norstar” in the
amount of US$ 285,000 with interest.
Factual and procedural background
The dispute concerns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he M/V “Norstar”, a Panamanian-flagged vessel.
From 1994 until 1998, the M/V “Norstar” was engaged in supplying gasoil to mega yachts in the
Mediterranean Sea. On 11 August 1998, the Public Prosecutor at the Court of Savona, Italy, issued a Decree
of Seizure against the M/V “Norstar”, in the context of criminal proceedings instituted against eight
individuals for alleged smuggling and tax evasion. At the request of Italy, the vessel was seized by Spanish
authorities when anchored in the bay of Palma de Mallorca, Spain, in September 1998.
Proceedings in the case were instituted by an Application filed by Panama on 17 December 2015. On
11 March 2016, preliminary objections were raised by Italy. On 4 November 2016, the Tribunal delivered its
Judgment on Preliminary Objections, in which it decided that it had jurisdiction to adjudicate upon the dispute
and that Panama’s Application was admissible.
After the closure of the written proceedings, the public hearing on the merits was held from 10 to 15
September 2018.
Tribunal’s Judgment of 10 April 2019
Scope of jurisdiction (paras. 100-146)
With regard to the scope of its jurisdiction, “the Tribunal recalls that, in its Judgment on Preliminary
Objections, it found that articles 87 and 300 of the Convention were relevant to the present case” (para. 101).
The Tribunal notes that, during the proceedings on the merits, “Italy has interpreted paragraph 122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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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on Preliminary Objections as excluding from the scope of its jurisdiction the actual arrest and
detention of the M/V “Norstar”” (para. 117). For the Tribunal, however, “[i]t is clear” that, “in its Judgment
on Preliminary Objections, it considered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to include not only the Decree of
Seizure and the Request for its execution, but also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he M/V “Norstar”” (para. 122).
“The Tribunal’s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therefore, covers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he M/V “Norstar””
(para. 122). The Tribunal further notes that the Parties “disagree on whether several claims made by Panama
under article 300 are related to article 87 of the Convention” (para. 126). The Tribunal, however, decides to
“deal with the question as to whether it has jurisdiction over Panama’s claims concerning good faith and abuse
of rights under article 300 together with the examination of the question as to whether Italy has breached its
obligations under that article” (para. 129).
Article 87 of the Convention (Freedom of the high seas; paras. 147-231)
In addressing “the question as to whether the Decree of Seizure, the Request for its execution and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he M/V “Norstar” constitute a violation of article 87” (para. 147), the Tribunal first
examines “whether the Decree of Seizure and its execution concern activities conducted by the M/V
“Norstar” on the high seas, or alleged crimes committed in the territory of Italy, or both” (para. 153). On the
basis of an examination of the Decree of Seizure and other relevant documents (paras. 166-185), the Tribunal
finds “that the bunkering activities of the M/V “Norstar” on the high seas in fact constitute not only an integral
part, but also a central element, of the activities targeted by the Decree of Seizure and its execution” (para.
186). “Consequently, the Tribunal concludes that article 87 may be applicable in the present case” (para. 187).
The Tribunal then turns to “the question as to whether article 87 … is applicable and, if so, whether
Italy breached it” (para. 188). The Tribunal notes that article 87 “proclaims that the high seas are open to all
States” (para. 214) and that, “save in exceptional cases, no State may exercise jurisdiction over a foreign ship
on the high seas” (para. 216). In this context, it observes that the “[f]reedom of navigation would be illusory
if a ship … could b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other States on the high seas” (para. 216).
Recalling its jurisprudence in the M/V “Virginia G” Case, the Tribunal then expresses the view that
“bunkering on the high seas is part of the freedom of navigation to be exercised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by the Convention and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para. 219). It therefore “finds that the bunkering of
leisure boats carried out by the M/V “Norstar” on the high seas falls within the freedom of navigation under
article 87” (para. 219).
The Tribunal then “turns to the question of what acts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the freedom of
navigation under article 87” (para. 222). “As no State may exercise jurisdiction over foreign ships on the high
seas, in the view of the Tribunal, any act of interference with navigation of foreign ships or any exercise of
jurisdiction over such ships on the high seas constitutes a breach of the freedom of navigation, unless justified
by the Convention or other international treaties” (para. 222) In the view of the Tribunal, “even acts which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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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involve physical interference or enforcement on the high seas may constitute a breach of the freedom of
navigation” (para. 223). Likewise, “any act which subjects activities of a foreign ship on the high seas to the
jurisdiction of States other than the flag State constitutes a breach of the freedom of navigation, save in
exceptional cases expressly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or in other international treaties” (para. 224).
The Tribunal holds that the principle of exclusive flag State jurisdiction “prohibits not only the
exercise of enforcement jurisdiction on the high seas by States other than the flag State but also the extension
of their prescriptive jurisdiction to lawful activities conducted by foreign ships on the high seas” (para. 225).
In the view of the Tribunal, “if a State applies its criminal and customs laws to the high seas and criminalizes
activities carried out by foreign ships thereon, it would constitute a breach of article 87 of the Convention,
unless justified by the Convention or other international treaties” and “[t]his would be so, even if the State
refrained from enforcing those laws on the high seas” (para. 225).
The Tribunal adds that, “even when enforcement is carried out in internal waters, article 87 may still
be applicable and be breached if a State extends its criminal and customs laws extraterritorially to activities
of foreign ships on the high seas and criminalizes them” (para. 226).
“In light of the foregoing, the Tribunal concludes that Italy, through the Decree of Seizure by the
Public Prosecutor at the Court of Savona against the M/V “Norstar”, the Request for its execution, and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he vessel, breached article 87,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para. 230).
As regards Panama’s contention that Italy breached article 87, paragraph 2, of the Convention, the
Tribunal finds that this provision is not applicable in the present case (para. 231).
Article 300 of the Convention (Good faith and abuse of rights; paras. 232-308)
In addressing Panama’s claims concerning article 300 of the Convention, the Tribunal recalls its
jurisprudence in the M/V “Louisa” Case, according to which “article 300 of the Convention cannot be
invoked on its own” (para. 241). Thus, a State Party claiming a breach of article 300 must, inter alia, “establish
a link between its claim under article 300 and ‘the obligations assumed under this Convention’ or ‘the rights,
jurisdiction and freedoms recognized in this Convention’” (para. 241).
Panama made a number of claims alleging breach of the good faith obligation by Italy under article
300. Several of them are rejected by the Tribunal because Panama failed to show evidence of bad faith (Italy’s
conduct with regard to the timing of the arrest (para. 251); Italy’s decision to arrest the M/V “Norstar” in a
Spanish port (para. 258); and duration of detention and maintenance of the vessel (para. 289)). The other
claims of Panama fall outside the scope of the Tribunal’s jurisdiction as Panama failed to establish a link
between the respective claim under article 300 and article 87 (Italy’s execution of the Decree of Seizure (para.
265); alleged lack of communication (para. 271); alleged withholding of information (para. 275); alle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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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dictory reasons to justify the Decree of Seizure, (para. 281)).
In addition, the Tribunal does not find that Italy exercised its rights under the Convention in a manner
that would constitute an abuse of rights (paras. 304-307).
For these reasons, “the Tribunal concludes that Italy did not violate article 300 of the Convention”
(para. 308).
Reparation (paras. 309-462)
The Tribunal states that “Italy as the State responsible for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is under an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damage caused by its breach of article 87,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para.
321). In the view of the Tribunal, “Panama is entitled to compensation for damage suffered by it as well as for
damage or other loss suffered by the M/V “Norstar”, including all persons involved or interested in its
operation” (para. 323).
The Tribunal “refers to its jurisprudence in the M/V “Virginia G” Case, in which it emphasized the
requirement of a causal link between the wrongful act committed and damage suffered” (para. 333). It “points
out that only damage directly caused by the wrongful act of Italy is the subject of compensation” (para. 334).
In this connection, the Tribunal finds that “the causal link between the wrongful act of Italy and
damage suffered by Panama was interrupted on 26 March 2003” - when the shipowner received an official
communication from the Court of Savona that the vessel was unconditionally released from detention - and
that “any damage that may have been sustained after 26 March 2003 was not directly caused by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he M/V “Norstar”” (para. 370).
On the issue of compensation, the Tribunal finds that “the loss of the M/V “Norstar” was directly
caused by the wrongful act of Italy” (para. 406). With regard to the value of the vessel at the time of its arrest,
the Tribunal examines the documentary and testimonial evidence, in particular the two estimates made
available to it by the Parties (para. 411-416), and concludes that the amount of US$ 285,000 - the equivalent
of the amount of the estimate provided by the expert called by Italy - represents the value of the M/V
“Norstar” (para. 417). The Tribunal also “considers that the award of interest under that category of damages
is warranted by the circumstances of this case” (para. 459).
The Tribunal does not award compensation with regard to Panama’s other claims (loss of profits (para.
433); continued payment of wages (para. 438); payment due for fees and taxes (para. 443); loss and damage
to the charterer of the M/V “Norstar” (paras. 448, 449); and material and non-material damage to natural
persons (para.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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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ve paragraph (para. 469)
The operative paragraph of the Judgment in the M/V “Norstar” Case (Panama v. Italy) of 10 April
2019 reads as follows:
… the Tribunal,
(1) By 15 votes to 7,
Finds that Italy violated article 87,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IN FAVOUR:

President PAIK; Judges NDIAYE, JESUS, LUCKY, KATEKA, GAO, BOUGUETAIA,
KELLY, KULYK, GÓMEZ-ROBLEDO, HEIDAR, CABELLO, CHADHA, KITTICHAISAREE;
Judge ad hoc EIRIKSSON;

AGAINST:

Judges COT, PAWLAK, YANAI, HOFFMANN, KOLODKIN, LIJNZAAD; Judge ad
hoc TREVES.

(2) Unanimously,
Finds that article 87, paragraph 2, of the Convention is not applicable in the present case.
(3) By 20 votes to 2,
Finds that Italy did not violate article 300 of the Convention.
IN FAVOUR:

President PAIK; Judges JESUS, COT, PAWLAK, YANAI, KATEKA, HOFFMANN,
GAO, BOUGUETAIA, KELLY, KULYK, GÓMEZ-ROBLEDO, HEIDAR, CABELLO,
CHADHA, KITTICHAISAREE, KOLODKIN, LIJNZAAD; Judges ad hoc TREVES,
EIRIKSSON;

AGAINST:

Judges NDIAYE, LUCKY.

(4) By 15 votes to 7,
Decides to award Panama compensation for the loss of the M/V “Norstar” in the amount of US$ 285,000 with
interest at the rate of 2.7182 per cent, compounded annually and payable from 25 September 1998 until the
date of the present Judgment.
IN FAVOUR:

President PAIK; Judges NDIAYE, JESUS, LUCKY, KATEKA, GAO, BOUGUETAIA,
KELLY, KULYK, GÓMEZ-ROBLEDO, HEIDAR, CABELLO, CHADHA, KITTICHAISAREE;
Judge ad hoc EIRIK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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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Judges COT, PAWLAK, YANAI, HOFFMANN, KOLODKIN, LIJNZAAD; Judge ad
hoc TREVES.

(5) By 19 votes to 3,
Decides not to award Panama compensation with respect to its other claims, as indicated in paragraphs 433,
438, 443, 448, 449 and 452.
IN FAVOUR:

President PAIK; Judges JESUS, COT, PAWLAK, YANAI, KATEKA, HOFFMANN,
GAO, KELLY, KULYK, GÓMEZROBLEDO, HEIDAR, CABELLO, CHADHA,
KITTICHAISAREE, KOLODKIN, LIJNZAAD; Judges ad hoc TREVES, EIRIKSSON;

AGAINST:

Judges NDIAYE, LUCKY, BOUGUETAIA.

(6) Unanimously,
Decides that each Party shall bear its own costs.
Judges Jesus, Kelly, Gómez-Robledo, Kittichaisaree and Judge ad hoc Treves append declarations to
the Judgment, Judges Ndiaye and Lucky append separate opinions to the Judgment, and Judges Cot, Pawlak,
Yanai, Hoffmann, Kolodkin, Lijnzaad and Judge ad hoc Treves append a joint dissenting opinion to the
Judgment.
The text of the Judgment, declarations and opinions as well as a recorded webcast of the reading are
available on the case page of the Tribunal’s website.

Note: The press releases of the Tribunal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and are issued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The press releases of the Tribunal, documents and other information are available on the Tribunal’s
websites (http://www.itlos.org and http://www.tidm.org) and from the Registry of the Tribunal. Please
contact Ms Julia Ritter at: Am Internationalen Seegerichtshof 1, 22609 Hamburg, Germany,
Tel.: +49 (40) 35607-227; Fax: +49 (40) 35607-245; E-mail: press@itlo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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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OS
- 우크라이나, 해군함정 3척과 승조원 24명 나포 관련 러시아와의 분쟁에 대해 재판소에 잠정조치 지시 요청
2019년 4월 16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해군함정 3척과 승조원 24명의 면제”에 관한 우크라이
나와 러시아 간의 분쟁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잠정조치 지시 요청서를 제출하
였다. 우크라이나 주장에 따르면, 2018년 11월 25일 러시아가 흑해에 있던 우크라이나 선박 3척과
그 승조원을 나포, 억류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잠정조치 요청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제32조, 제58조, 제95
조, 및 제96조와 관습국제법에 따라 군함 및 승조원은 주권면제를 향유하며, 러시아가 이를 위반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즉시 군함의 반환과 승조원의 석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의 지시를 요청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이 분쟁과 관련하여 2019년 4월 1일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규정된 중재재판절차에
이 사건을 회부하였으며, 제290조 제5항에 따라 중재재판이 구성되는 동안 유엔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
치를 요청하였다.

< 관련보도자료 >

Press Release
UKRAINE SEEKS PROVISIONAL MEASURES IN A DISPUTE
WITH RUSSIA CONCERNING THE DETENTION OF THREE NAVAL VESSELS
AND THEIR CREWS

On 16 April 2019, Ukraine submitted a request to the Tribunal for the prescription of provisional
measures under article 290, paragraph 5,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Convention”) in a dispute between Ukraine and the Russian Federation concerning “the immunity of three
Ukrainian naval vessels and the twenty-four servicemen on board”.
According to Ukraine’s Statement of Claim, on 25 November 2018, “the Russian Federation assumed control
of, and detained, three Ukrainian naval vessels - the “Berdyansk,” the “Nikopol,” and the “Yani Kаpu” - and
their complement of twenty-four servicemen. At the time of their seizure, the Ukrainian vessels wer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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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Sea, traveling toward their home port of Odesa”. In its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Ukraine
alleges a violation, by the Russian Federation, “of the sovereign immunity accorded to warships, naval
auxiliary vessels, and their passengers and crew under Articles 32, 58, 95, and 96 of the Convention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y a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Russian Federation on 1 April 2019, Ukraine submitted the dispute
to arbitral proceedings provided for in Annex VII to the Convention. Pursuant to article 290, paragraph 5, of
the Convention, pending the constitution of an arbitral tribunal any party to the dispute may request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o prescribe provisional measures to preserve the respective
rights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or to prevent serious harm to the marine environment. The Tribunal may
prescribe provisional measures if it considers that, prima facie, the arbitral tribunal to be constituted would
have jurisdiction and that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so requires.
In its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Ukraine seeks an order “requiring the Russian Federation to
promptly:
a. Release the Ukrainian naval vessels the Berdyansk, the Nikopol, and the Yani Kapu, and return them
to the custody of Ukraine;
b. Suspend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the twenty-four detained Ukrainian servicemen and refrain
from initiating new proceedings; and
c. Release the twenty-four detained Ukrainian servicemen and allow them to return to Ukraine.”
Article 90, paragraph 2, of the Rules of the Tribunal provides that the Tribunal, or the President if the
Tribunal is not sitting, shall fix the earliest possible date for the hearing. Hearings on requests for the
prescription of provisional measures generally take place two to three weeks after the filing of the request with
the Tribunal. The date will be announced in a further press release in the coming days.

Note: The press releases of the Tribunal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and are issued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The press releases of the Tribunal, documents and other information are available on the Tribunal’s
websites (http://www.itlos.org and http://www.tidm.org) and from the Registry of the Tribunal. Please
contact Ms Julia Ritter or Mr Benjamin Benirschke at: Am Internationalen Seegerichtshof 1,
22609 Hamburg, Germany, Tel.: +49 (40) 35607-227; Fax: +49 (40) 35607-245;
E-mail: press@itlo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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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OS
- ITLOS, 우크라이나 해군함정 3척 억류에 관한 사건(우라이나 v. 러시아)에 대해 잠정조치 명령
2019년 5월 25일, ITLOS는 우크라이나 해군함정 3척 억류에 관한 사건(우라이나 v. 러시아)에 대해
잠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러시아가 나포 및 억류한 우크라이나 해군함정 3척을 즉시 풀어줄 것과 승조원
23명을 즉시 석방할 것을 명령하였다.

< 관련보도자료 >

Press Release
CASE CONCERNING THE DETENTION OF THREE
UKRAINIAN NAVAL VESSELS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PROVISIONAL MEASURES
TRIBUNAL PRESCRIBES PROVISIONAL MEASURES ORDERING THE
RUSSIAN FEDERATION TO RELEASE THREE UKRAINIAN NAVAL VESSELS
AND THEIR 24 SERVICEMEN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oday delivered its Order in the Case concerning the
detention of three Ukrainian naval vessels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Provisional Measures.
By its Notification and Statement of Claim dated 31 March 2019, Ukraineinstituted arbitral
proceedings under Annex VII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Convention”)
against the Russian Federation in a dispute concerning “the immunity of three Ukrainian naval vessels and the
twenty-four servicemen on board”.
On 16 April 2019, Ukraine submitted to the Tribunal a Request for the prescription of provisional
measures under article 290, paragraph 5, of the Convention in relation to the dispute. In accordance with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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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 pending the constitution of an Annex VII arbitral tribunal, the Tribunal may prescribe, modify or
revoke provisional measures if it considers that prima facie the tribunal which is to be constituted would have
jurisdiction and that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so requires.
By note verbale dated 30 April 2019, the Russian Federation informed the Tribunal that it did not
intend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before the Tribunal. By note verbale dated 7 May 2019, the Russian
Federation transmitted a Memorandum regarding its position o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he public hearing in the case was held on 10 May 2019. At the end of the hearing, Ukraine, in its final
submissions, requested the Tribunal to prescribe provisional measures “requiring the Russian Federation to
promptly:
a. Release the Ukrainian naval vessels, the Berdyansk, the Nikopol, and the Yani Kapu, and return
them to the custody of Ukraine;
b. Suspend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the twenty-four detained Ukrainian servicemen and refrain
from initiating new proceedings; and
c. Release the twenty-four detained Ukrainian servicemen and allow them to return to Ukraine.”
I. Prima facie jurisdiction
In its Order of today’s date, the Tribunal states that it “may prescribe provisional measures under
article 290, paragraph 5, of the Convention only if the provisions invoked by the Applicant prima facie appear
to afford a basis on which the jurisdiction of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could be founded, but need not
definitively satisfy itself that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has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submitted to it”
(paragraph 36 of the Order).
Existence of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Ukraine claims that the Russian Federation breached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s 32, 58, 95 and 96 of
the Convention and argues that the Parties are engaged in a dispute ove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ose articles. The Tribunal notes that the Russian Federation “did not directly respond to this argument” and
states that the Russian Federation’s view on this question “may be inferred from its subsequent conduct”.
According to the Tribunal, “the fact that the Russian authorities arrested and detained the Ukrainian naval
vessels and commenced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the Ukrainian servicemen indicates that the Russian
Federation holds a different position from Ukraine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vents which occurred on
25 November 2018 gave rise to the alleged breach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aforementione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paragraph 44 of the Order). The Tribunal “accordingly considers that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prima facie appears to have existed on the date the arbitral
proceedings were instituted” (paragraph 45 of th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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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s made under article 298,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Both Ukraine and the Russian Federation made declarations under article 298,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upon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The Tribunal therefore turns “to the question whether article
298, paragraph 1(b), is applicable, thus excluding the present case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paragraph 46 of the Order).
The Tribunal notes that “[t]he Parties disagree on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298,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and their declarations under that provision.” The Russian Federation “maintains that the dispute
submitted to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concerns military activities and that the declarations of the Parties
therefore exclude the dispute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Ukraine asserts that
“the dispute does not concern military activities, but rather law enforcement activities, and that the
declarations therefore do not exclude the present dispute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paragraph 50 of the Order).
In the view of the Tribunal, “[t]he question to be decided is whether the dispute submitted to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concerns military activities” (paragraph 63 of the Order). The Tribunal states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military and law enforcement activities cannot be based solely on whether naval vessels
or law enforcement vessels are employed in the activities in question”, nor can this distinction “be based
solely on the characterization of the activities in question by the parties to a dispute” (paragraphs 64 and 65
of the Order). Such a distinction “must be based primarily on an objective evaluation of the nature of the
activities in question, taking into account the relevant circumstances in each case” (paragraph 66 of the
Order). The Tribunal examines three circumstances in this regard.
First, “it appears from the information and evidence presented by the Parties to the Tribunal that the
underlying dispute leading to the arrest concerned the passage of the Ukrainian naval vessels through the
Kerch Strait.” The Tribunal observes that “it is difficult to state in general that the passage of naval ships per
se amounts to a military activity” and that “[u]nder the Convention, passage regimes, such as innocent or
transit passage, apply to all ships” (paragraph 68 of the Order). Second, the facts indicate that “at the core of
the dispute was the Parties’ differing interpretation of the regime of passage through the Kerch Strait” and that
“such a dispute is not military in nature” (paragraph 72 of the Order). Third, “it is undisputed that force was
used by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process of arrest”. The Tribunal states that “the context in which such
force was used is of particular relevance” and that “what occurred appears to be the use of force in the context
of a law enforcement operation rather than a military operation” (paragraphs 73 and 74 of the Order). The
Tribunal adds that the above circumstances of the incident on 25 November 2018 “suggest that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he Ukrainian naval vessels by the Russian Federation took place in the context of a law
enforcement operation” (paragraph 75 of the Order). The “subsequent proceedings and charges against the
servicemen further support the law enforcement nature of the activi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paragraph
76 of th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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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information and evidence available to it, the Tribunal accordingly considers that prima
facie article 298,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does not apply in the present case” (paragraph 77 of the
Order).
Article 283 of the Convention
As to the requirements under article 283 of the Convention relating to an exchange of views, the
Tribunal refers to Ukraine’s note verbale of 15 March 2019, which “clearly expressed [Ukraine’s] willingness
to exchange view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regarding the means to settle their dispute within a specific
time frame.” The Tribunal then refers to the Russian Federation’s response of 25 March 2019, and states that
this response “was of such nature that Ukraine could reasonably conclude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possibility of reaching agreement was exhausted” (paragraph 86 of the Order). Accordingly, “the Tribunal is
of the view that these considerations are sufficient at this stage to find tha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83 were
satisfied before Ukraine instituted arbitral proceedings” (paragraph 89 of the Order).
The Tribunal “concludes that prima facie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would have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submitted to it” (paragraph 90 of the Order).
II. Urgency of the situation
Plausibility of the rights asserted by the Applicant
The Tribunal states that “[b]efore prescribing provisional measures, the Tribunal needs to satisfy itself
that the rights which Ukraine seeks to protect are at least plausible” (paragraph 91 of the Order). The Tribunal
notes that “the rights claimed by Ukraine are rights to the immunity of warships and naval auxiliary vessels
and their servicemen on board under the Convention and general international law” (paragraph 96 of the
Order). In the view of the Tribunal, “it appears that the Berdyansk and the Nikopol are warship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9 of the Convention and that the Yani Kapu is a ship owned or operated by a State and used
only on government noncommercial service, as referred to in article 96 of the Convention.” The Tribunal
considers that “the rights claimed by Ukraine on the basis of articles 32, 58, 95 and 96 of the Convention are
plausible under the circumstances” (paragraph 97 of the Order). The Tribunal also notes that “the 24
servicemen on board the vessels are Ukrainian military and security personnel. While the nature and scope of
their immunity may require further scrutiny, the Tribunal considers that the rights to the immunity of the 24
servicemen claimed by Ukraine are plausible” (paragraph 98 of the Order).
Real and imminent risk of irreparable prejudice
Pursuant to article 290, paragraph 5, of the Convention, the Tribunal notes that it may not prescribe
provisional measures “unless it considers that there is a real and imminent risk that irreparable prejudice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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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caused to the rights of parties to the dispute before the constitution and functioning of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paragraph 100 of the Order).
Recalling its statement in “ARA Libertad”, the Tribunal observes that “a warship, as defined by article
29 of the Convention, ‘is an expression of the sovereignty of the State whose flag it flies’”. It adds that “[t]his
reality is reflected in the immunity it enjoys under the Convention and general international law”. The
Tribunal notes that “any action affecting the immunity of warships is capable of causing serious harm to the
dignity and sovereignty of a State and has the potential to undermine its national security” (paragraph 110 of
the Order). In the view of the Tribunal, “the actions taken by the Russian Federation could irreparably
prejudice the rights claimed by Ukraine to the immunity of its naval vessels and their servicemen if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adjudges those rights to belong to Ukraine” (paragraph 111 of the Order). The Tribunal
also notes that “the continued deprivation of liberty and freedom of Ukraine’s servicemen raises humanitarian
concerns” (paragraph 112 of the Order). The Tribunal finds that “there is a real and imminent risk of
irreparable prejudice to the rights of Ukraine pending the constitution and functioning of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and “accordingly considers that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requires the prescription of
provisional measures under article 290, paragraph 5, of the Convention” (paragraph 113 of the Order).
III. Provisional measures to be prescribed
The Tribunal may prescribe “any provisional measures which it considers appropriate under the
circumstances to preserve the respective rights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as provided for in article 290,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The Tribunal “considers it appropriate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present
case to prescribe provisional measures requiring the Russian Federation to release the three Ukrainian naval
vessels and the 24 detained Ukrainian servicemen and to allow them to return to Ukraine in order to preserve
the rights claimed by Ukraine” (paragraph 118 of the Order). The Tribunal “does not consider it necessary to
require the Russian Federation to suspend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the 24 detained Ukrainian servicemen
and refrain from initiating new proceedings” (paragraph 119 of the Order). However, it considers it
appropriate “to order both Parties to refrain from taking any action which might aggravate or extend the
dispute submitted to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paragraph 120 of the Order).
IV. Operative provisions
The operative provisions of the Order of 25 May 2019 read as follows:
For these reasons, the Tribunal
(1)

Prescribes, pending a decision by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the following provisional measures

under article 290, paragraph 5, of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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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y 19 votes to 1,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immediately release the Ukrainian naval vessels Berdyansk, Nikopol and Yani
Kapu, and return them to the custody of Ukraine;
FOR:

President PAIK; Vice-President ATTARD; Judges JESUS, COT, LUCKY, PAWLAK,
YANAI, KATEKA, HOFFMANN, GAO, BOUGUETAIA, KELLY, KULYK, GÓMEZROBLEDO, HEIDAR, CABELLO, CHADHA, KITTICHAISAREE, LIJNZAAD;

AGAINST:

Judge KOLODKIN.

(b) By 19 votes to 1,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immediately release the 24 detained Ukrainian servicemen and allow them to
return to Ukraine;
FOR:

President PAIK; Vice-President ATTARD; Judges JESUS, COT, LUCKY, PAWLAK,
YANAI, KATEKA, HOFFMANN, GAO, BOUGUETAIA, KELLY, KULYK, GÓMEZROBLEDO, HEIDAR, CABELLO, CHADHA, KITTICHAISAREE, LIJNZAAD;

AGAINST:

Judge KOLODKIN.

(c) By 19 votes to 1,
Ukraine and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refrain from taking any action which might
aggravate or extend the dispute submitted to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FOR:

President PAIK; Vice-President ATTARD; Judges JESUS, COT, LUCKY, PAWLAK,
YANAI, KATEKA, HOFFMANN, GAO, BOUGUETAIA, KELLY, KULYK, GÓMEZROBLEDO, HEIDAR, CABELLO, CHADHA, KITTICHAISAREE, LIJNZAAD;

AGAINST:

Judge KOLODKIN.

(2) By 19 votes to 1,
Decides that Ukraine and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each submit to the Tribunal the initial report referred
to in paragraph 121 not later than 25 June 2019, and authorizes the President to request further reports and
information as he may consider appropriate after that report.
FOR:

President PAIK; Vice-President ATTARD; Judges JESUS, COT, LUCKY, PAWLAK,
YANAI, KATEKA, HOFFMANN, GAO, BOUGUETAIA, KELLY, KULYK, GÓMEZROBLEDO, HEIDAR, CABELLO, CHADHA, KITTICHAISAREE, LIJNZA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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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Judge KOLODKIN.

Judges Kittichaisaree and Lijnzaad append a declaration to the Order; Judges Jesus, Lucky and Gao
append a separate opinion to the Order; Judge Kolodkin appends a dissenting opinion to the Order. The text
of the Order, the declarations and opinions as well as a recorded webcast of the reading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Tribunal.

Note: The press releases of the Tribunal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and are issued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The press releases of the Tribunal, documents and other information are available on the Tribunal’s
websites (http://www.itlos.org and http://www.tidm.org) and from the Registry of the Tribunal. Please
contact Ms Julia Ritter or Mr Benjamin Benirschke at: Am Internationalen Seegerichtshof 1,
22609 Hamburg, Germany, Tel.: +49 (40) 35607-227; Fax: +49 (40) 35607-245;
E-mail: press@itlo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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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OS
- M/T “SAN PADRE PIO” 사건(스위스 v. 나이지리아), 잠정조치에 관한 공개심리일 확정
2019년 5월 29일자 명령을 통해, ITLOS 재판소장은 M/T “SAN PADRE PIO” 사건(스위스 v. 나이지
리아), 잠정조치에 관한 공개심리 날짜를 2019년 6월 21과 22일로 확정하였다. 2019년 5월 21일, 스위스
는 나포 및 억류된 M/T San Padre Pio 선박, 선원 및 화물과 관련된 스위스와 나이지리아 간의 분쟁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 제5항에 따라 유엔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명령을 요청하였다.

< 관련보도자료 >

Press Release
HEARING TO BE HELD ON 21 AND 22 JUNE 2019
THE M/T “SAN PADRE PIO” CASE (SWITZERLAND V. NIGERIA),
PROVISIONAL MEASURES

By Order dated 29 May 2019,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Judge Jin-Hyun Paik, fixed 21 and 22 June
2019 as the dates for the hearing in The M/T “San Padre Pio” Case (Switzerland v. Nigeria), Provisional
Measures. A copy of the Order of the President is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Tribunal. The schedule of
the hearing will be announced on the website of the Tribunal.
On 21 May 2019, Switzerland submitted a request to the Tribunal for the prescription of provisional
measures under article 290, paragraph 5,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a dispute
between Switzerland and Nigeria concerning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he M/T “San Padre Pio”, its crew
and cargo.
Attending the hearing
The hearing will be held in the main courtroom of the Tribunal and is open to the public. Membe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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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plomatic and consular corps wishing to attend the hearing are requested to contact the Tribunal’s
Protocol Office. Members of the press are requested to register in advance with the Press Office using the
accreditation form.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are requested to register with the Press Office by email.
Unobtrusive audio and video recording of the public sittings is permitted. Filming is subject to special
authorization from the Press Office. Facilities are available for radio crews to connect recording equipment
directly to the Tribunal’s audio system. Photographs (without flash) may be taken for a few minutes at the
opening and closure of the hearings.
Webcast
The hearing will be broadcast live on the website. A recorded webcast will be made available under
Webcast Archives after the close of each sitting. The verbatim records of the hearing will be published shortly
thereafter on the Tribunal’s website.

Note: The press releases of the Tribunal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and are issued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The press releases of the Tribunal, documents and other information are available on the Tribunal’s
websites (http://www.itlos.org and http://www.tidm.org) and from the Registry of the Tribunal. Please
contact Ms Julia Ritter or Mr Benjamin Benirschke at: Am Internationalen Seegerichtshof 1,
22609 Hamburg, Germany, Tel.: +49 (40) 35607-227; Fax: +49 (40) 35607-245;
E-mail: press@itlo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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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 ICC 전심재판부 I, Saif-Al-Islam Gaddafi 사건에 대해 재판적격성 인정 결정
○ 사건: The Prosecutor v. Saif Al-Islam Gaddafi
○ 상황: 리비아
2019년 4월 5일, ICC 전심재판부 I은 Saif-Al-Islam Gaddafi 변호인측이 2018년 6월 6일 제출한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Saif-Al-Islam Gaddafi 사건에 대한 재판적격성이 있다고 결정
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

Saif-Al-Islam Gaddafi case: ICC Pre-Trial Chamber I confirms case is admissible
before the ICC
ICC-CPI-20190405-PR1446

Today, 5 April 2019, Pre-Trial Chamber 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by majority, rejected the
Admissibility Challenge presented by the Defence of Mr Saif Al-Islam Gaddafi. The Majority, constituted by
Judge Péter Kovács and Judge Reine Adélaïde Sophie Alapini-Gansou, decided that the case against Mr
Gaddafi was admissible before the Court.
Judge Marc Perrin de Brichambaut will file a minority opinion in due course.
On 6 June 2018, the Defence filed an Admissibility Challenge concerning the case against Mr Gaddafi
asserting that, on 28 July 2015, Mr Gaddafi was convicted by the Tripoli Criminal Court for substantially the
same conduct as alleged in the proceedings before the ICC. Mr Gaddafi further alleged that, on or around 12
April 2016, he was released from prison pursuant to Law No. 6 of 2015 which provided for a general amnesty.
Thus, Mr Gaddafi submitted that the case against him on charges of crimes falling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was inadmissible.
The Majority's determination was made after careful review of the different submissions and observations of
the Defence, the Prosecutor, the Legal Representatives of Victims, the amici curiae, and previous filings from
the Government of Libya.
The Majority found that in order for a second trial not to be permitted before this Court, for the same conduct,
the decision of the Tripoli Criminal Court would have had to be final and acquire the effect of res judicata.
The Majority was not satisfied that this requirement was met in the case at hand as the judgment of the Trip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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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Court was still subject to appeal and was rendered in the absence of Mr Gaddafi (in absentia), which
left open the possibility of reinstituting judicial proceedings.
The Majority was also not satisfied that the passing of Law No. 6 of 2015 rendered the case inadmissible
before the Court. The Majority found that Mr Gaddafi was excluded from the amnesty and/or pardon provided
by Law No. 6 of 2015. Even assuming that Law No. 6 of 2015 would apply to Mr Gaddafi, it still did not
render proceedings final. According to the Majority, granting amnesties and pardons for serious acts such as
murder constituting crimes against humanity is incompatible with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mnesties and pardons intervene with States' positive obligations to investigate, prosecute and punish
perpetrators of core crimes. In addition, they deny victims the right to truth, access to justice, and to request
reparations where appropriate.
Decision on the Admissibility Challenge by Dr. Saif Al-Islam Gaddafi pursuant to Articles 17(1)(c), 19 and
20(3) of the Rome Statute
Background: The situation in Libya was referred to the ICC Prosecutor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n its Resolution 1970. On 3 March 2011, the Prosecutor announced the opening of an investigation
in the situation in Libya, which was assigned by the Presidency to Pre-Trial Chamber I.
On 27 June 2011, Pre-Trial Chamber I issued three warrants of arrest respectively for Muammar Mohammed
Abu Minyar Gaddafi, Saif Al-Islam Gaddafi and Abdullah Al-Senussi for crimes against humanity (murder
and persecution) allegedly committed across Libya from 15 until at least 28 February 2011, through the State
apparatus and Security Forces. On 22 November 2011, Pre-Trial Chamber I formally terminated the case
against Muammar Gaddafi due to his death. Saif Al-Islam Gaddafi and Abdullah Al-Senussi are not in the
custody of the Court.
On 31 May 2013, Pre-Trial Chamber I rejected Libya's challenge to the admissibility of the case against Saif
Al Islam Gaddafi and reminded Libya of its obligation to surrender the suspect to the Court. On 21 May 2014,
the Appeals Chamber upheld Pre-Trial Chamber I's decision.
On 11 October 2013, Pre-Trial Chamber I decided that the case against Abdullah Al-Senussi is inadmissible
before the ICC as it was currently subject to domestic proceedings conducted by the Libyan competent
authorities and that Libya is willing and able genuinely to carry out such investigation. On 24 July 2014, the
Appeals Chamber confirmed Pre-Trial Chamber I's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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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ICC 전심재판부 II,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관한 수사 개시 기각 결정
2019년 4월 12일, ICC 전심재판부 II는 아프가니스탄 영토내에 범한 인도에 반하는 죄와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소추관의 수사 개시 요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하였다. 재판관들은 현 단계에서 아프가
니스탄 상황에 대한 조사가 사법정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7년 11월 20일 소추관은
2003년 3월 1일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관련하여 인도에 반하는 죄 및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의 개시를 허가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관련 보도자료 >

ICC judges reject opening of an investigation regarding Afghanistan situation
ICC-CPI-20190412-PR1448

Today, 12 April 2019, Pre-Trial Chamber I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rejected unanimously
the request of the Prosecutor to proceed with an investigation for alleged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on the territory of in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The judges decided that an investigation
into the situation in Afghanistan at this stage would not serve the interests of justice. The Chamber is
composed of Judge Antoine Kesia-Mbe Mindua, who will be appending a concurring separate opinion, Judge
Tomoko Akane and Judge Rosario Salvatore Aitala.
On 20 November 2017, the Prosecutor had requested authorisation from Pre-Trial Judges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into alleged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relation to the armed conflict in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since 1 May 2003, as well as regarding similar crimes related to the armed
conflict in Afghanistan allegedly committed in the territory of other States Parties to the Rome Statute since
1 July 2002.
The Chamber thoroughly checked the information submitted by the Prosecutor and considered that the
request establishes a reasonable basis to consider that crimes within the ICC jurisdiction have been committed
in Afghanistan and that potential cases would be admissible before the Court. However, the Chamber noted
the time elapsed since the opening of the preliminary examination in 2006 and the political changing scene in
Afghanistan since then, the lack of cooperation that the Prosecutor has received and which is likely to go
scarcer should an investigation be authorized hampering the chances of successful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s well as the need for the Court to use its resources prioritizing activities that would have better
chances to succeed.
The Chamber believes that, notwithstanding the fact all the relevant requirements are met as regards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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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the current circumstances of the situation in Afghanistan are such as to make
the prospects for a successful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extremely limited. Accordingly, it is unlikely that
pursuing an investigation would result in meeting the objectives listed by the victims favouring the
investigation. Thus the Chamber concluded that an investigation into the situation in Afghanistan at this stage
would not serve the interests of justice and rejected the Prosecutor's request for authorization to investigate.
Decision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Rome Statute on the Authorisation of an Investigation into the Situation
in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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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Al-Bashir case: ICC 상소심재판부, 요르단의 비협력 행위 확인하고, 당사국총회(ASP) 및 유엔안보리에 회부하
기로 한 ICC 전심재판부 II의 결정은 파기
2019년 5월 6일, ICC 상소심재판부는 요르단이 2017년 3월 29일 아랍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요르단
을 방문한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을 체포 및 ICC로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로마규정상의 당사국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전심재판부 II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상소심재판부는 한편 이 사건의 특별한 상황에 주목하면서, 전심재판부 II가 요르단의 ICC협정
비준수 문제를 당사국총회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 결정을
통해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상소심재판부는 과반수 결정으로 전심재판부 II가 요르단이 재판부와의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부정확한 결론에 근거하여 요르단 문제를 당사국총회와 유엔안보리에 회부
하기로 결정한 것은 자신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Al-Bashir case 관련 요르단의 비협력
행위에 대한 전심재판부 II의 판결은 2017년 12월 11일 선고된 바 있다.

< 관련 보도자료 >

Al-Bashir Case: ICC Appeals Chamber confirms Jordan’s non-cooperation but
reverses the decision referring it to the ASP and UNSC
ICC-CPI-20190506-PR1452

Today, 6 May 2019, in the appeal brought by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Jordan”), the Appeals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r “Court”) decided unanimously to confirm the
decision of ICC Pre-Trial Chamber II (“Pre-Trial Chamber”), to the extent that it found that Jordan, a State
Party to the ICC Rome Statute since 2002, had failed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by not arresting Mr O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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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shir (at all material times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the Sudan (“Sudan”)) and surrendering him
to the ICC while he was on Jordanian territory attending the League of Arab States' Summit on 29 March
2017. The Appeals Chamber, noting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his case, decided by majority to reverse
the decision of the Pre-Trial Chamber to refer the matter of Jordan's non-compliance to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ASP”) and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The Appeals Chamber held that article 27(2) of the ICC Rome Statute, stipulating that immunities are not a
bar to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reflects the statu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t concluded that there is
no Head of State immunity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vis-à-vis an international court. Thus, in the
present circumstances, where Jordan (a State Party) is requested by the Court to arrest and surrender Mr
Al-Bashir (the Head of State of Sudan at the relevant time), when Sudan is under an obligation to cooperate
fully with the Court in accordance with the ICC Rome Statute due to UNSC resolution 1593, Head of State
immunity is equally inapplicable.
The Appeals Chamber further found, by majority, that the Pre-Trial Chamber had erroneously exercised its
discretion in referring Jordan's non-compliance to the ASP and UNSC, based on an incorrect conclusion that
Jordan had not sought consultations with the Court. The dissenting judges would have found that the Pre-Trial
Chamber did not err or abuse its discretion, and would have confirmed Jordan's referral to the ASP and the
UNSC. The dissenting judges consider that this referral is not punitive in nature or a sanction imposed upon
Jordan. Rather, it is a call for action with the aim of fostering cooperation with the Court and enabling the
effective realisation of the high values and objectives enshrined in the ICC Rome Statute.
Before deciding on the appeal brought by Jordan, the Appeals Chamber invited Sudan, Mr Al-Bashir, other
states and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sations as well as professors of international law to submit written
observations on the matters raised in the appeal and held a hearing.
Judge Eboe-Osuji, Judge Morrison, Judge Hofmański and Judge Bossa append a joint concurring opinion to
this judgment on grounds one and two of the appeal. Judge Ibañez and Judge Bossa append a joint dissenting
opinion to this judgment on ground three of the appeal.

Judgment in the Jordan Referral re Al-Bashir Appeal
Joint Concurring Opinion of Judges Eboe-Osuji, Morrison, Hofmański and Bossa
JOINT DISSENTING OPINION OF JUDGE LUZ DEL CARMEN IBÁÑEZ CARRANZA AND
JUDGE SOLOMY BALUNGI BOSSA
Non-authoritative summary of the Appeals Chamber's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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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Al-Bashir case: ICC 상소심재판부, 요르단의 비협력 행위 확인하고, 당사국총회(ASP) 및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기로 한 ICC 전심재판부 II의 결정은 파기

Audio-visual materials of the hearing (Floor - English):
◾ YouTube (for viewing)
◾ Video (MPEG-4) for download
◾ Audio (MPEG-3) for download
“Ask the Court” audio-visual programme:
◾ YouTube (for viewing)
◾ Video (MPEG-4) for download
◾ Audio (MPEG-3) for download

Background: The situation in Darfur, Sudan, was referred to the Court by the UNSC in its resolution 1593 of
31 March 2005. The Prosecutor opened an investigation in June 2005. On 4 March 2009 and 12 July 2010,
respectively, the ICC issued two arrest warrants against Mr Al-Bashir for five counts of crimes against
humanity (murder, extermination, forcible transfer, torture and rape), two counts of war crimes (intentionally
directing attacks against a civilian population as such or against individual civilians not taking part in
hostilities, and pillaging), and three counts of genocide allegedly committed against the Fur, Masalit and
Zaghawa ethnic groups in Darfur, Sudan, from 2003 t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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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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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시행 2019. 3. 25., 법률 제16024호, 2018. 12. 24., 일부개정)
•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3. 26., 외교부령
제63호, 2019. 3. 26., 일부개정)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4., 국토교통부령 제618호, 2019. 4. 4., 일부개정)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789호, 2018. 10. 16., 일부개정)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4. 17., 대통령령 제29686호, 2019. 4. 16., 일부개정)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17., 외교부령 제64호, 2019. 4. 17., 일부개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41호, 2018. 10. 16., 일부개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4. 17., 대통령령 제29682호, 2019. 4. 9., 일부개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17., 환경부령 제805호, 2019. 4. 17., 일부개정)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787호, 2018. 10. 16., 일부개정)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4. 17., 대통령령 제29685호, 2019. 4. 16.,
일부개정)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13호, 2018. 10. 16., 일부개정)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8., 법률 제15607호, 2018. 4. 17., 제정)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4. 18., 해양수산부령 제338호, 2019. 4.
18., 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44호, 2019. 4. 23., 일부개정)
•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 2019. 5. 1., 대통령령 제29608호, 2019. 3. 12.,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 2019. 5. 1.,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41호, 2019. 5. 7., 일부개정)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5. 7., 외교부령 제65호, 2019. 5. 7., 일부개정)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47호, 2019.
5. 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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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시행 2019. 3. 25., 법률 제16024호, 2018. 12.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는 재외공무원이 국위손상, 국가이익 위반, 업무태만, 복무상 의무
위반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이 소환 및 징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환･징계 및 그 밖의 조치는 재외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
위로서 헌법 제75조에 따라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함.
하지만 상위법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은 복무 및 소환에 대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외공무원의 복무 및 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하위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3.
26., 외교부령 제63호, 2019. 3.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라트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리가분관을 주라트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으로 승격하는 등의 내
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9638호, 2019. 3.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사
관으로 승격된 주라트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리가분관을 이 규칙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시행 2019. 4. 4., 국토교통부령 제618호, 2019. 4.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개정에 따라 변경된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 및 활주로･착륙대와 유도로 설
치기준 등을 공항시설 및 비행장 설치기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789호, 2018. 10.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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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보다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의 활
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
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4. 17., 대통령령 제29686호,
2019. 4.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장관은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789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
에 따라, 실태조사의 범위를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의 비축･보관･정비･검수 등 현황, 구호인
력･물품의 소집･모집 및 수송 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는 통계조사･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17., 외교부령 제64호, 2019. 4.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영사민원서비스를 개선하는 통합 전자행정시스템(G4K)을 구축함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행정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재외국민등
록부등본을 전자문서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41호, 2018. 10.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채택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고 국내 이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용도, 수입국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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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4. 17., 대통령령 제29682호,
2019. 4.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령하여 행정처분
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41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사용중지 또는 폐쇄 대상 배출시
설의 명칭,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을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종류를 추가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법제처 제공>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17., 환경부령 제805호,
2019. 4.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응하고 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
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86호, 2016. 1. 27. 공포,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
질로 용어를 정비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관한 관리기준을 정하는 한편, 사용중지 또는 폐쇄 대상
배출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787호, 2018.
10.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남극연구활동시행계획 수립 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반영하
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보다 내실 있고 실효적인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결격사유 합리화를 위한 기본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을 이유로 남극
활동 허가가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이 회복되거나 복권될 경우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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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남극활동 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표자 변경 등 시정을 위한 3개월
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남극활동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6조제5호).
나.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의
개임(改任)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제12조제1항제2호).
다.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를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제21
조제4항 신설).
라.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제2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4. 17., 대통령령
제29685호, 2019. 4.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787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범위를
남극연구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 남극환경보호 연구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는 통계조사･문헌
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13호, 2018. 10.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은 “국제문화교류”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각 법률에 따른 국제적 협력 및 활동으로 정의하
고 있음.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을 문화, 예술, 관광 관련 분야로만 한정함으로써 실제로 국제문화교
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체육 분야가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비전과 전략적 방향 확립이라는 동법 제정의
취지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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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제문화교류”의 정의에 ｢스포츠산업 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의 체육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8., 법률 제15607호, 2018.
4. 17., 제정)
• 제정이유
해양과학기술의 발달과 해양자원의 복합적 활용성이 증가하면서 국제사회는 좁은 해역을 대상으로
한 해양자원과 해양활동 관리정책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함한 광역 해양공간 관리정책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법률은 영해를 외측 한계로 하는 좁은 해양공간 관리에
국한되어 있으며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해양공간의 특성 및 미래수요를 고려한 과학적･
통합적 해양자원의 배분과 관리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제도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현행 ｢연안관리법｣은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 연안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근거 법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배타적 경제수역 등 전체 해양공간을 포괄하지 못하며 과학적 평가기반의 부족과 연안
용도해역제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수단 결여 등의 한계가 있으며 해양공간에서의 구체적
행위제한과 실질적 관리 권한 행사는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관리 등에 제한적인 소극적 입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의 이용 가능성 확대 등 증가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공
간 관리의 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변국가와 해양자원개발 및 해양관할권
확보 갈등에 대응하고, 통합된 해양공간정보와 과학적 특성평가를 근거로 해양공간의 용도와 이용형태를
결정하게 하여 공간 선점경쟁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가치저하, 이용･보전 및 이용자간 갈등의 심화 현상을
사전에 조정하여 우리나라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을 미래세대로 안정적으로 계승하고 해양을 과학적, 체계
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의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법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그동안 ｢연안관리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
는 광역 해양공간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로서의 해양자원에 대한 현재와 미래 수요를 고려한
해양공간 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해양공간의 선점식 이용에서 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
한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자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근거가 되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공간”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제2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도록 함(제4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 수집･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해양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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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를 둠(제9조).
마.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을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제13조).
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경우 민간
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생산･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공간정보
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법제처 제공>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4. 18., 해양수산부령
제338호, 2019. 4. 18., 제정)
• 제정이유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고려하여 해양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관할하
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함한 해역에 대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과 관련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607호, 2018.
4. 17. 공포, 2019. 4. 18.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의
작성 시 고려사항 등을 마련하고,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안 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 및 보전 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고, 해당 지침에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나. 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등(안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양자원의 부존(賦存) 현황 및
가치,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특성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해양공간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해양공간정
보의 수집･가공･분석을 할 수 있음.
다. 해양용도구역의 관리를 위한 지침(안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용도구역의 기본 관리방향 등을 내용으로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관리지침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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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의 기록･관리(안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함.
마. 해양공간정보 조사의 위탁 대상 전문기관(안 제13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위해 해양공간정보에 관한 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국공립 연구기관 및 해양공간정보 관련 조사를 실시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정함.
바.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안 제1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관리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관
련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44호, 2019. 4.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피해 이주아동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
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종 발급 및 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를 할 때 관계 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범칙금 납부정보, 과태료 납부정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체납정보, 외국인의 과태료 체납정보를 추가하고,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 2019. 5. 1., 대통령령 제29608호, 2019. 3.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 외무공무원은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임용되지 않은 외무공무원 3등급 채용후보자는 별도 사유가 없으면 채용하도록
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외무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설정하고,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외교부 등에 두는 직위의 명칭 등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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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제11조의4제4항 신설)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 근무기간 5년 외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외교 등 특수 분야의 인재 채용방식의 전환(현행 제12조제4항･제5항 및 별표 2의2 삭제, 제12
조의4제2항)
지역외교 등 특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채용시험이 경력경쟁채용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채용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
다. 외무공무원 3등급 채용후보자의 임용(제12조의2제3항 신설)
외무공무원 3등급 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초과 정원을 인정함.
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외무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 설정(제26조제3항 신설)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최초 채용된 외무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최초 임용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실･국 등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
록 함.
마.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확대(제43조제2항)
현재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상의 외무공무원과 3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나,
앞으로는 3명 이내의 외무공무원과 3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수가 위원장을 포함
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관세법 (시행 2019. 5. 1.,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
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
장(입국장 면세점)은 그 규모가 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비해 작고 판매물품의 종류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이의 운영을 위한 특허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게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해외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항공기(부분품) 등의 관세 감면 기한을
일부 연장하고,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및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를 다소
완화하려는 것임.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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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보세판매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대상의 확대(제37조제1항 및 제3항)
1)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을 거래가격 산정 시 가감(加減)되
는 금액과 해당 결정방법의 적용배제 사유로 한정하던 것을 거래가격 산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과 해당 결정방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하여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함.
2) 기존에는 재심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대상을 확대함.
나.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시 적용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제37조의4제4항, 제
37조의4제5항 신설)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세관장이 요청한 과세가격결정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거래가
격을 과세가격으로 보는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특수관
계에 있는 자와 협의 및 의견제출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
다. 체납된 관세에 대한 중가산금의 이율 인하(제41조제2항 전단)
은행의 연체금리 인하 등을 고려하여 체납된 관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매월 부과하는 중가산금의
이율을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함.
라. 체납처분의 유예 규정 신설(제43조의2 신설)
관세의 체납자 대부분이 무역거래를 통하여 체납액을 납부하는 무역업자인 점을 고려하여, 분납계획에
따른 체납액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세체납자의 특성을 고려한 체납처분의 유예 규정을 둠.
마.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제50조제2항제1호･제3호, 제69조제2호 및 제70조
제1항)
사회적 가치 보호 강화를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예외사유로 규정된 공중도
덕･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조정관세의 부과대상으로 추가하고 해당 조정관세
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용순위를 1순위로 규정함.
바.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 관세 면제 기한 연장함(제89조).
사. 개항시설의 개선명령 신설(제133조제3항 신설)
개항의 지정 후 해당 개항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항시설의 개선
명령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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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정비(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단서 신설)
다수의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자는 하나의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 모든 특허보
세구역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취소로 인한 결격사유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정비함.
자.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 조정 및 입국장 면세점 신설 근거 마련(제176조의2)
1) 보세판매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모든 자에 대하여
특허 갱신을 1회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회까지 허용함.
2) 해외관광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입국장 면세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입국장 면세점 특허
는 중소기업 등에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차. 종합보세구역 내 장기 미반출 외국물품에 대한 매각요청 제도 신설(제20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효율적인 종합보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화주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방치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장기 미반출 외국물
품에 대한 매각제도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41호, 2019. 5.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급증하는 외교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및 남아시
아태평양국을 아시아태평양국･동북아시아국 및 아세안국으로 개편하면서 아시아태평양국 1개 과, 동북
아시아국, 동북아시아국 1개 심의관 및 1개 과, 아세안국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8명, 3등급 또는 4등급
5명)은 증원하고,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정원에서 재배정하며, 원자력･비확산외
교기획관 밑에 국제 수출통제 및 유엔 안보리 비확산 제재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개 담당관
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민외교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등급 2명, 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을 증원하며,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본부 정원 1명(9급 1명)을 국립외교
원으로,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1명(9등급 1명)을 본부로 재배정하는 한편,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오스트리아와의 문화교류 확대에 따라 필요한 주재관 인력 1명(4급 1명)을 증원하
고, 북핵 관련 업무 및 그 밖의 대외협력 업무 등에 필요한 인력 14명(5등급 또는 6등급 14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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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5. 7., 외교부령 제65호,
2019. 5.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급증하는 외교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및 남아시
아태평양국을 아시아태평양국･동북아시아국 및 아세안국으로 개편하면서 아시아태평양국 1개 과, 동북
아시아국, 동북아시아국 1개 심의관 및 1개 과, 아세안국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8명, 3등급 또는 4등급
5명)은 증원하고,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정원에서 재배정하며, 원자력･비확산외
교기획관 밑에 국제 수출통제 및 유엔 안보리 비확산 제재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개 담당관
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민외교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등급 2명, 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을 증원하며,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본부 정원 1명(9급 1명)을 국립외교
원으로,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1명(9등급 1명)을 본부로 재배정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오스트리아와
의 문화교류 확대에 따라 필요한 주재관 인력 1명(4급 1명)을 증원하며, 북핵 관련 업무 및 그 밖의
대외협력 업무 등에 필요한 인력 14명(5등급 또는 6등급 14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9741호, 2019. 5. 7.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47호, 2019. 5.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제2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 기간 동안 불이행되고 있고 이를 정당화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
로 그 행정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2018. 5. 31. 선고 2016헌마626 결정)을 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한 환영식 및 퇴역식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을 받아 억류기간 중의 억류국 등에의 동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예우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www.mofa.go.kr

127

국제법 관련 판례

< 순

서>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주장에 대해 헌법상 명시적
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않고,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헌법재판소, 결정일 2019.05.08., 2019헌마41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각하)
• 헌법 제6조 제1항으로부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상 구제절차에
대한 내용을 통지할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헌법재판소, 결정일
2019. 4. 30. 2019헌마383, 구제절차 미통지 위헌확인, 각하)
• 아태무역협정 직접운송원칙과 간주 규정의 취지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아시아･태평양 무역
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조 제3항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458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 에티오피아의 정치적 상황, 에티오피아 집권당의 자국민 감시 현황, 에티오피아 내에서 원고의
행적,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 이후의 행적, 원고의 가족, 정치 활동을 함께한 친구 등에 대한 에티오
피아 정부의 감시, 원고가 에티오피아에서 받은 박해와 그 공포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에티오피
아 국적의 원고에 대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한 난민불인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 4. 3. 선고, 2018누68676 판결)
•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9구합
50216 판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주장에 대해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않고,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헌법재판소, 결정일 2019.
05.08., 2019헌마41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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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주거침입강간상해, 형법상의 강간 등의 죄로 징역 10년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2015고합145),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노3536) 및 상
고[대법원 2016도8689, 2016전도102(병합), 이하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이라 한다]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헌재 2016. 11. 15. 2016헌마940; 헌재 2016. 12. 13.
2016헌마1023; 헌재 2017. 12. 5. 2017헌마1275).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이 청구인
의 평등권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법원의 재판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를 통해 청구인의 인권침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국제법적 구제절차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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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위 심판
대상들을 합하여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국가인권위원회법(2012. 3. 21. 법률 제1141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상의 개인통보제도는 대한
민국이 비준한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유권규약상의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개인이 국내 권리구
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개인통보를 접수하고,
위 위원회는 접수된 통보를 심리 후 해당 국가의 규약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여 당사국과 통보인에
게 견해(Views)를 송부하는 제도를 말한다(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제1조, 제2조, 제4조 제1항, 제5
조 참조)(헌재 2018. 7. 26. 2011헌마306등 참조).
나.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자유권규약상의 개인통
보제도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다투고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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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나 법인이나 사인 등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그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
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 등이 자유권규약상 인정되는 권리와 일부 중첩되기는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진정 및 조사제도나 헌법재판소법상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헌법상 기본권 등을 침해받은 개인에 대한
국내적 구제절차인 반면, 자유권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는 자유권규약상 인정되는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
에 대한 국제적 구제절차라는 점에서 전혀 별개의 제도이다. 위 제도들은 개인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구제절차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위 제도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로
서 일률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거나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조약의 목적, 체계, 규율대상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입법자가 자유권규약상
의 개인통보제도의 통지에 관하여 불완전･불충분하게 입법한 경우가 아니라, 입법적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입법자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자유권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를 통하여 인권
침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입법의무가 헌법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관하여는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않고,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종석

이 종 석

재판관

이선애

이 선 애

재판관

문형배

문 형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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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6조 제1항으로부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상
구제절차에 대한 내용을 통지할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헌법재판소, 결정일 2019. 4. 30. 2019헌마383, 구제절차 미통지 위헌확인,
각하)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사

건

2019헌마383

청

구

인

강○진

결

정

일

2019. 4. 30.

정
구제절차 미통지 위헌확인

주

문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누범기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2015.
11. 26.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145 등),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노3536 등) 및 상고(대법원 2016도8689 등)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러한
과정 전후로 국가가 자신에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이하 ‘선택의정서’라
한다)에 의한 추가적인 국제적 구제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한
다고 주장하며 2019.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뿐 아니라 공권력의 불행사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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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04. 10. 28. 2003헌
마898 참조).
헌법 제6조 제1항으로부터 행정권력이 청구인에게 선택의정서상 구제절차에 대한 내용을 통지할 작위
의무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선택의정서 제2조는 “개인들은 모든 이용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이사회에 심리를 위한 서면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
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유 남 석

재판관

이은애

이 은 애

재판관

김기영

김 기 영

▶ 아태무역협정 직접운송원칙과 간주 규정의 취지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조
제3항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458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대 법 원
제 3 부
판
사

건

원고, 상고인

결

2016두458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영원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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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형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6누30356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사안의 개요와 소송 경과
(1) 원고는 2011. 10. 17. 및 2012. 3. 8.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정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아태무역협정’이라
고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2) 피고는 기획재정부령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 제3항 제1호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
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3. 7. 31. 및 2013. 9. 9.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원고의 심판청구에 따라 개시된 조세심판 과정에서 각
가산세 부분이 취소되었다(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3) 원심은,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통과 선하증권’이 반드시 제출되어
야 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규칙은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규적 효력
이 있고, ‘모두 제출되어야 한다’라는 그 문언상 필수서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아태무역협정과 그 부속서에 명시적 근거 없이 이 사건 규칙의
일부 문언만으로 ‘통과 선하증권’을 협정 적용을 위한 필수서류로 취급할 수 없으며, 이는 관세
당국의 그동안의 공적 견해표명 내지 비과세관행에도 반한다는 점 등을 상고이유로 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의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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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령 규정
2006. 6. 30. 국회 동의를 거쳐 2006. 9. 1. 발효된 아태무역협정의 부속서 II(아태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제1조는 다른 참가국으로부터 일방 참가국의 영역으로 직접 운송된 상품으로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협정에 따른 특혜 양허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제5조는 ‘직접운송’이라는 표제 아래
직접운송으로 보는 경우를 ‘상품이 비참가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운송되는 경우’(가항) 외에도 ‘환적
또는 일시 보관여부에 관계없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 중계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상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나항)를 명시하고 있다. 위 나항의 요건은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통과를 위한 반입은 정당화된다’(1호), ‘경유국에서 교역이나 소비되지 않은 상품’(2호),
‘경유국에서 하역, 재선적, 기타 정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업 이외의 어떤 작업도 행하지
않은 상품’(3호)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태무역협정은 그 이행을 감독, 조정, 검토하기 위하여 각 참가국의 경제관련 부처의 각료로 구성된
각료회의를 설치하였는데(제23조), 2007. 10. 26. 제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되어 2008. 1. 1. 시행된「아태
무역협정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이하 ‘이 사건 운영절차’라고 한다)는 제9조에서
‘직접운송의 증명서류(Supporting Documents of Direct Transportation)’라는 제목으로 위 협정 원산지규
정 제5조 나항에 따라 물품이 참가국의 영역 외의 지역을 통해 운송되는 경우 수입참가국의 세관당국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들로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1호, the through Bill of Lading
issued in the exporting Participating State), ‘수출참가국의 발행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2호),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3호), 그리고 ‘아태무역협정 부속서 II의 원산지 규정 제5조 나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호, supporting documents which prove the compliance with Rule 5(b)
of Annex II to APTA]의 4가지를 정하였다.
이 사건 운영절차를 국내법 체계에 수용하기 위해 구 관세법 제229조 제3항에 근거한 기획재정부령으
로 2011. 8. 4. 이 사건 규칙이 제정되었다. 위 규칙 제8조는 ‘직접 운송의 원칙’이라는 표제 아래 제2항에
서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해 직접 운송으로 간주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 “제2항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수출참가국
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1호), ‘수출참가국의 발행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2호),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3호), ‘제2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충 서류’(4호)를 들고 있다.
나. 해석
(1) 직접운송의 원칙은 무역협정의 수출참가국에서 발송된 물품이 수입참가국에 도착한 물품과 동일
함을 확인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물품이 운송 과정에서 추가로 가공되거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과 뒤바뀌게 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무역
협정에서 이러한 직접운송의 원칙을 규정할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비참가국 경유 시에도
직접운송을 간주하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다. 국제물품거래에 따른 운송 시 지리적 이유나 운송
상의 편의 등으로 인하여 제3국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 참가국 간의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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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관세법령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산지 확인 시 직접운송 간주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체적 요건 이외에 구체적 증빙서류의 종류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관세법 제229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등 참조).
아태무역협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속서 II 제5조 나항에서 물품이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에도 직접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밝히면서 그 요건으로 위 국내 법령과 마찬가지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실체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에 관하여 반드시 어떤 특정한 서류
로만 증명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다.
(2) 아태무역협정의 원활한 실시와 집행을 위해 채택된 이 사건 운영절차 제9조와 이를 국내법 체계
로 수용한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에서는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제1호)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운영절차 제9조 제4호에는 ‘아태무역협정 부속서 II의 원산
지 규정 제5조 나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도 마찬가지로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하나로서 ‘제2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충
서류’(제4호)를 들고 있다.
이처럼 마지막에 포괄적인 증명 서류에 관한 문구를 둔 것은 개별적인 물품 운송의 조건과 상황
에 맞추어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증빙서류는 실체적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리킨다.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한 ‘통과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 ‘상업 송품장’은 같은 조 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직접운송 간주의 실체적 요건, 즉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경유한 것’, ‘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경유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은 것’에
하나씩 대응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되어
야 하는 필수서류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1호에 규정된 ‘수출참가국에
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은 관세당국에서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부여하는 운송에 관한 대표적
인 증빙서류로서,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대체 자료를
제출하여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단순 경유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
고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3) 이 사건 운영절차의 채택 경위, 그 전후로 참가국들의 관련 실무례 등을 살펴보아도, 당시 우리나
라와 중국을 비롯한 협정 참가국들 사이에 직접운송의 원칙과 관련하여 단순한 절차상의 운용
규정을 넘어서 아태무역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추가적인 법정 필수요건을 창설하고자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후 이 사건 규칙의 제정 목적과 경위 등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통과 선하증권’의 개념 정의나 인정 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 운영절차나 이 사건 규칙, 그 밖에
관련 법령 어디에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미제출 시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만일 이를 필요적 서류로 보아 미제출 시에
곧바로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취지였다면 협정 참가국들이 이에 관해서 명확한 요건이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모순으로 보인다. 원산지증명서에 관해서는 아태무역협정과 부속서 등에
서 그 요건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협정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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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이 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점과 대비된다.
나아가 협정 참가국들의 각 지리적 위치, 무역 현황 및 운송방법의 다양성,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의 발급 실무,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 등에 의한 물품 동일성의 확인 정도, 아태무역협정의 목적과
앞서 본 협정상 원산지 및 직접운송 관련 규정의 취지 등 관련되는 그 밖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협정 참가국 간의 물품 운송에 있어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육로운송이나 항공운송이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러한 경우에도 언제나 전체 운송구간에 대해
한 장의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다른 신빙성 있는 증거 방법에 의한 직접
운송 간주 요건의 증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취지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이 납세자의 편의와 관세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을 위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를 예시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태무역협정 부속서의 원산지
규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실시･집행에 관한 세부 절차적 사항에 속하
므로, 전체적인 규범 체계와 관세법 제229조 제3항의 취지에 부합하고 위임 범위의 한계 일탈의
우려도 없다.
(4) 위와 같은 문언, 체계, 제정 경위, 아태무역협정과 그 부속서를 비롯한 관련 법령의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와 목적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은 아태무역협정
부속서에서 정한 직접운송 규정을 원활히 실시･집행하기 위하여 관세당국에 제출할 증명서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보는 대표적인 증빙서류들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제1호
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고, 단지 위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아태무역협정의 직접
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에 대한 적용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 시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의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원심으로서는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통과 선하증권’ 이외의 다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무역협정 부속서II 제5조 나항 내지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심리하
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태무역협정에서 직접운송으로 간주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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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 에티오피아의 정치적 상황, 에티오피아 집권당의 자국민 감시 현황, 에티오피아
내에서 원고의 행적,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 이후의 행적, 원고의 가족, 정치 활동을
함께한 친구 등에 대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감시, 원고가 에티오피아에서 받은 박해와
그 공포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에티오피아 국적의 원고에 대해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이 한 난민불인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 4. 3. 선고, 2018누68676 판결)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행 정 부
판
사

건

원고, 항소인

결

2018누6867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OOO (1988년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강OO

피고, 피항소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소송수행자 정OO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9. 12. 선고 2017구단76503 판결

변 론 종 결

2019. 3. 6.

판 결 선 고

2019. 4.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3. 30.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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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1988. 10. 2.생)는 국적이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으로 2014. 10.
28.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11. 11. 피고에게 ‘원고가 에티오피아에서
야당 UDJ 지지 활동으로 경찰에 여러 차례 체포된적 있고 대한민국 체류 중에 에티오피아 정부에 반대하
는 시위에 참여해서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하지
만,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게 아래 이유로 난민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동네 친구인 TL과 함께 자라면서 그에게서 정치적 영향을 받아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서기 2008년경(에티오피아력 2001년경. 에티오피아력은 에티오피아의 고유한 역법으로
그레고리력과 대략 7-8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정확히 그렇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역법의
표기가 없으면 일반 서양 역법에 따른다) 초경 그의 권유로 야당인 민주정의당(Unity for Democracy
and Justice, 이하 ‘UDJ’라 한다)에 가입한 다음, 당원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당했다.
또, 해외 거주 중인 에티오피아 근로자의 처우에 에티오피아 정부가 관심이 없어, TL과 함께 이를 규탄하
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되고 구금당했다. 그 후 원고와 TL은 에티오피아 정부의 박해를 피해
에티오피아를 떠나기로 했다. 먼저 TL이 에티오피아를 떠나 미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았고, 원고도 대한
민국에 입국했다. 그 후에도 원고는 에티오피아 집권당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원고가
에티오피아로 귀국할 경우 에티오피아 정부의 박해를 받을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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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법리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무국적자 외국인
은 난민으로 인정해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 사실 전체를 증명하도
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
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
에 의하여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만일 위와 같은 평가에 따라 난민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의 박해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되는
경우라면 출신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박해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참조).
다. 인정 사실
1) 에티오피아의 정치적 불안
에티오피아는 9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 공화국으로,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지만 상징적･의전적 역할만
담당하고, 총리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인민의회(하원,
총 547석, 임기 5년), 연방의회(상원, 총 153석, 임기 5년)의 양원제이지만, 인민의회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인민의회를 장악한 집권당인 EPRDF(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는 1989년 더그 사회주의 군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여러 단체가 연합하여 결성한 정당으로, 1991년 이후 사실상 야당이 없는 상태에
서 1995. 5. 7. 제1차 총선에서 인민의회 547석 중 493석을, 2000년 5월 제2차 총선에서 인민의회
547석 중 481석을, 2005년 5월 제3차 총선에서 인민의회 547석 중 327석을 차지하여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2001년 4월경 학내 민주화 요구에서 시작한 학생 시위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발전하여 2001년 6월경 대통령이 사임하고 2001년 8월경 연방의회 의장이 미국으로 망명하는
등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하다. 이후 2003년 12월경 서부 감벨라 지역에서 토지와 거주권 문제를 둘러
싼 종족 간 갈등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는 유혈 충돌이 발생했고, 2004년 1월경 수도 아디스아바바와
오로모를 중심으로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하는 등 종족 간의 분쟁과 민주화 요구가 지속되었다.
2005년 5월 제3차 총선에서 야당 측의 부정 투･개표 주장으로 야당, 대학생 등의 시위가 발생했다.
이에 2005. 6. 8. 시위진압대의 발포로 아디스아바바에서 40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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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2008년에 과거 CUD(통일민주연합)에서 탈당한 당원들이 주축이 되어 UDJ를 설립했다. UDJ는
주로 민족 단위 연방제에 반대하고, 노동자의 권익 존중, 농민의 토지 소유권 보장, 야당 출신의 정치범
사면, 반테러법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다. UDJ는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적 경험을 보유한 인사들이
주로 지도부를 구성하고 에티오피아 내의 거의 모든 지역과 종족에 걸쳐 당원을 확보하고 있다.
2009년 7월경 반테러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제한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2010년 5월경 제4차 총선을 위한 선거운동 시기부터 주요 야당 후보들
이 살해되고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제4차 총선에서는 집권당인 EPRDF와 그에 우호적인 연합정당이
인민의회 547석 중 545석을 차지했다. 나머지 2석 중 1석은 Medrek이, 1석은 무소속이 차지했다.
Medrek은 2008년에 결성된 정당연합체로 UDJ는 2009년에 합류했다. Medrek은 주로 EPRDF의 불평
등한 경제정책을 비판한다.
2015년 5월 제5차 총선에서 집권당인 EPRDF가 500석, 그에 우호적인 연합정당이 47석을 차지하여
인민의회 547석을 모두 차지했다.
2) 에티오피아 집권당의 자국민 감시
국제인권감시기구의 2006년 에티오피아 보고서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집권당은 정부에 대한 불만
세력을 차단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인권 탄압 수단을 쓰고, 무장봉기 또는 테러리즘의
위협을 과장하며 비판 세력과 일반인을 고문하거나 가뒀으며, 실제로 2004년 아디스아바바 대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시위에서 수백 명의 학생이 체포되었다. 2005년 시위 이후에는 학생
뿐 아니라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강압적인 수단을 썼다.
국제인권감시기구의 2010년 3월 에티오피아 자국인 감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내에서는
야당의 선거 참여를 좌절시킬 목적으로 2009년 초경부터 ‘5:1 시스템’ 방식으로 자국민을 감시했다.
특히 야당 당원 중 하나가 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국제인권감시기구의 2014년 3월 에티오피아 자국인 감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및 이동통신
기술이 발달하자 에티오피아 집권당은 2010년 이후부터 국영기업인 에티오텔레콤을 통해 원격통신산
업을 독점하고, 라디오, TLV 방송 외에도 야당의 웹 사이트, 독립 언론 사이트, 블로그, 그 밖의 여러
국제미디어 등을 수시로 차단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거주하는 에티
오피아인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해외 주재 에티오피아 대사관을 통해 정보원을 모집하기도
한다.
3) 에디오피아 내에서 원고 행적
원고는 초등학생 시절(1992년부터 2003년까지)부터 TL과 한 동네에서 절친한 친구로 지냈고, 2004
년에 고등학교(중학교는 없다)에 입학하여 2007년에 졸업했다. 2008년(에테오피아력 2001년)경 TL의
권유로 친구 2명과 함께 UDJ에 가입한 이후, TL을 비롯한 친구 3명과 함께 그룹을 형성하여 주로
UDJ 당원 모집, 소책자, 현수막 디자인 등의 활동을 했다. 그 업무는 TL이 UDJ 상부의 지시를 받아
원고 소속 그룹에 전달하여 원고 등과 함께 실행했다. 원고는 2008년(에테오피아력 2001년)경 에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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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 남부의 퐁게 지역을 순회하며 적법하게 UDJ 당원 모집, 교육을 하던 중에, 갑자기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경찰에게 체포되어 구타, 모욕 등을 당하다가 3일 만에 풀려났다.
그 후 원고는 2010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알파 대학교(Alpha University College)에 입학하여
경영학을 전공하다가 2013년경 대학교를 중퇴했다. 2013년 11월경 에티오피아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앞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에티오피아 국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TL 등과
함께 평화 시위에 참여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경찰은 시위 참여자 약 100여 명을 체포했다. 원고와
TL도 경찰에 체포되어 중앙수사센터(통칭 ‘마리켈라위’라 한다)에 갇혀 구타, 모욕 등을 당하다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경찰에게 연락하여, 3일째 되던 날에 석방되었다.
이같이 석방된 지 약 2주 후에 TL은 에티오피아를 출국하여 미국으로 입국해서 2014. 6. 13. 미국에
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TL은 비자 발급을 도와주는 에이전트에 대가를 지급하고 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으로 갔다. 그 출국 직전 무렵에 TL에게 원고는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따른 목숨의 위협 등
고민을 이야기했다.
4)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 이후의 행적
원고는 2014. 2. 4. 여권을 발급받고 2014. 10. 28.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11. 11.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했고, 2015년부터 진봇7 대한민국 지부 회원 담당인 SB를
알고 지냈다. 진봇7(Ginbot 7)을 에티오피아 정부는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지정했다. 진봇7 대한민국
지부가 2015. 12. 27.경 대한민국 주재수단 대사관 앞에서 에티오피아 정부와 수단 정부 사이의 불공정
한 국경선 설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주최하자, 원고는 그 집회에 참여했다. 그 국경선 설정은 에티오피
아 집권당 EPRDF에는 정치적으로 이익이지만, 국경선에 거주하는 에티오피아인에게는 심한 피해를
줬다.
원고는 2016. 3. 15. 난민 인정 신청에 따른 면접을 했고, 2016년 4월경 진봇7의 모금행사에 참석하
고, 2016년 10월경 에티오피아 민족 중 하나인 오로모인을 학살하는 행위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5) 원고의 가족, 정치 활동을 함께한 친구 등에 대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감시 원고의 형 AA(1984년
생)는 2014. 2. 4. 여권을 발급받아 2016. 8. 27.경 이탈리아에 입국하여 유효기간이 2016. 9. 9.부터
2017. 9. 23.까지인 비자를 발급받았고, 2018. 3. 15. ‘원고가 UDJ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에티오피아
집권당 EPRDF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고 있으며, 원고뿐 아니라 가족 전부가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계속 감시받았다. 정보기관 요원이 집으로 찾아와 원고를 체포하려고 했고, 원고가 출국한 후에는
계속 찾아와 원고의 행방을 물으며 원고가 출국한 것이 곧 그가 테러리스트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라고
단정하며 원고의 가족을 경찰에서 조사했다. 그러한 감시를 피해 2016년 7월경 아내와 갓난아기를
에티오피아에 둔 채 이탈리아로 도망쳤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인정 근거] 갑 제3, 5, 9, 11, 13, 14, 15, 17, 20 내지 26, 32, 33, 34호증, 을 제2, 3, 5,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나 영상, 항소심의 원고 본인신문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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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단
앞서 든 인정 근거와 갑 제29, 31호증, 을 제8, 9, 14, 15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의 인정 사실 외에 추가로 아래의 여러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인정 사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국적국인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원고의 ‘정치
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고, 에티오피아로
귀국할 경우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UDJ 가입과 당원 활동
원고의 UDJ 가입 과정, 그 가입 후의 당원 모집 활동과 경찰에 의한 체포와 구금 등에 관하여
난민면접 당시부터 항소심까지 구체적이고도 세세한 내용까지 비교적 생생하고 일관성 있이 진술한다
(원고가 그 일자 관련 진술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지만, 이는 원고가 에티오피아력을 사용하는 것과
약 10년 정도 지난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경과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어, 원고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방해되지 않는다).
원고 소지의 UDJ 당원증을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가 작성한 UDJ 당원증 관련 자료와 비교･대조
해보면, 원고 소지 당원증의 외관과 형식, 기재 내용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의 당원 가입 과정이 3개월의 수습 기간과 지부의 추천 등 UDJ 당원
가입 절차 규정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UDJ가 설립될 무렵인 2008년경 원고가 그 정당에 가입했다.
UDJ 당원 가입 절차가 당규대로 엄격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② 에티오피아 정치 상황에 관한 원고 인식의 수준
원고가 난민면접 당시 2010년 5월 제4차 총선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 외교부가 2015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에티오피아 개황 자료 내용에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는다.
하지만 외교부 작성의 위 에티오피아 개황 자료 내용과는 사뭇 다르게 ‘UDJ가 2010년 제4차 총선을
대비하여 2009년 12월경 Medrek에 합류했고, 제4차 총선에서 UDJ가 합류한 Medrek이 인민의회 의석
중 1석을 차지했다.’는 내용의 2010. 6. 21.자 에티오피아 제4차 총선 관련 외신 기사, UDJ, Medrek
관련 자료 등도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가 난민면접 당시 한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에티오피아 정치
상황에 무지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③ 원고가 에티오피아에서 받은 박해와 그 공포의 정도
원고는 2008년(에테오피아력 2001년)경 체포･구금된 것을 계기로 에티오피아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보인다. 그 후 2013년 11월경 TL 등과 함께 에티오피아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앞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에티오피아 국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3일 동안 구금되어 구타, 모욕 등을 당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그 시위를 ‘허가를 받지 않은 시위’로 보고 시위자들을 체포했다고 언론에 발표
했다. 하지만 당시 에티오피아 내에서 언론이 통제되고 표현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고 있었으므로,
에티오피아 정부의 위와 같은 발표만으로 위 시위가 반정부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더구나 그 시위의 주된 현안이었던 ‘에티오피아 국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문제는 UDJ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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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추구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장 등의 정치적 기조와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원고는 해외 거주 중인 에티오피아 국적 근로자에 대한 에티오피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정치 활동을 하다가 위와 같은 박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UDJ 당원의 지위에서 그 참여했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 원고가 에티오피아에서 탈출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활동으로 그
목숨이나 신체 안전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공포를 충분히 느낄 수 있어 보인다.
④ TL의 난민 인정
원고는 TL의 권유에 따라 UDJ에 가입했고, 가입 이후에는 당원으로서 TL을 통해 상부의 지시를
전달받아 새로운 당원을 모집하고 현수막 등을 제작하는 등 정당 활동을 했다. 특히 TL은 UDJ 설립
초기 당원이자 중간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고, 2013년 11월경 에티오피아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앞의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구금된 것을 계기로 더는 에티오피아 내에서는 자신의 신변이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하고, 곧바로 에티오피아에서 출국하여 미국에 입국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난민
인정을 받았다. 이처럼 원고는 에티오피아 집권당의 주목 대상 중 한 명이었던 TL과 함께 상당 기간
에티오피아 내에서 집권당인 EPRDF에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했고, 현재까지 TL과 이메일 등을 주고
받는 계속 교류하고 있다. TL도 원고의 EPRDF에 반대하는 정치적 견해와 활동, 그로 인하여 에티오피
아 내에서 받았던 감시와 신변의 위험 등 원고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게 진술서에서 밝혔다.
⑤ 원고와 그 가족에 대한 에티오피아 정부 감시
국제인권감시기구의 연도별 에티오피아 보고서를 종합하면, 에티오피아 집권당은 테러리즘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정부 비판 세력을 통제해 왔고, 2009년 7월경 반테러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국제사회
로부터 표현의 자유가 심히 제한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자국민 감시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언론과 인터넷 매체에 대한 통제, 각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국외에 있는 자국민을 감시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에티오피아 내에서 원고가 행한 반정부 정치 활동으로 원고뿐 아니라 원고의
가족도 에티오피아 정부의 감시 대상이었다는 원고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형은 에티오피아 정부의 계속되는 감시와 조사를 피해 2016년 7월경 이탈리아로 도피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 진술서의 내용은 원고의 형이 이탈리아에서 발급받은 비자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⑥ 원고의 여권 발급 경위
원고가 2014. 2. 4. 에티오피아에서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전인 2013년 11월경
원고와 함께 시위 도중 체포됐다가 석방된 TL도 에티오피아 집권당의 주목 인물이었음에도 에티오피
아를 출국하여 미국에 입국했다. 그 출국･입국 과정에서 TL이 여권 위조나 밀입국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에티오피아의 국경 감시가 다소 견고하지 않다는 것이 영국 내무부의
국가 정황 자료이다. 여권의 발급 또는 갱신, 에티오피아 공항에서 여권 심사를 통과한 경위 등에
관한 원고본인신문 진술은 수긍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

14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9, Vol.18, No.2 (통권 제53호)

국제법 관련 판례

⑦ 대한민국 입국 후의 정치 행보와 난민 인정 신청
에티오피아 정부가 진봇7을 이미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지정했음에도,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진봇7의 활동에 참여했다. 이런 행보는 원고가 종전부터 지녔던 에티오피아 집권당에 반대하는
정치적 견해를 외부에 계속 표시한 것이다.
원고가 난민 인정 신청을 한 후 약 1년여 기간 특별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고, 난민면접 당시
UDJ 당원이 아니었다는 사정은 원고가 에티오피아 집권당으로부터 박해를 피해 타국에 입국한 후
소속 정치 집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치 활동에 단기간의 공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난민 인정 신청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현재 에티오피아 정부가 진봇7에 유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 후의 사정일뿐
더러, 신임 총리가 선출된 이후 진행되는 잠정적･과도적 조치로 보인다. 이를 이유로 원고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않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남

판사

정재오

판사

이숙연

▶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9구합50216 판결)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사

건

결

2019구합50216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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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1. A(A)
2. B(B)
3. C(C)
4. D(D)
5. E(E)
6. F(F)
원고 3 내지 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G, H
법무법인(유한) I 담당변호사 J

피

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소송수행자 K

변 론 종 결

2019. 4. 4.

판 결 선 고

2019. 4.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9. 원고들에게 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앙골라공화국(이하 ‘앙골라’라 한다) 국적의 가족으로 2018. 12. 28.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
여 입국심사를 받았는데, 입국목적이 불분명하여 체류자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입국불허결
정을 받았다.
원고들은 2018. 12. 28. 피고에게 난민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인정신청을 하였는
데, 피고는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 9. 원고들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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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상 위법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
지 않았으며,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실체상 위법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서의 기재내용과 난민면담 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앙골라의 정세 등에 부합
하는 등 원고들의 박해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난민
인정신청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
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배
인천국제공항에서 머무르고 있는 원고들의 건강상태와 생활여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들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위법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
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
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행정절차법
시 행령 제2조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난민법령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자를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고(난민법 제6조 제2항), 난민인정신청서가 제출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하되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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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하고(난민법 제6조 제3항), 그 과정에서 신청자에 대하여 면담 등을
통한 조사와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질문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난민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항),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고(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
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고 난민인정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6항) 규정하고 있다.
난민법령이 위와 같이 외국인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
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결정서의 교부,
결정의 이유 고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출입국항에 머무르면서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
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신청자의 불안정한 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7일 이내의 단기간에
난민면담 조사 등을 거쳐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곧바로 신청자를 대면하여 그 결정의 취지와 이유 등을 직접 알려주는 것이 더 효율적
인 행정업무 처리방식이라는 등의 고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외국인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
정신청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여 처분서의 교부,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나) 다만 외국인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에 관하
여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사유가 기재된 처분서를 교부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을 제6, 7, 8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난민인
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는 취지와 이유를 직접 알려주면서 원고들에 대한 난민불회부결정통
지서(을 제6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그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에는 난민인정심사 불회
부사유인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와 난민면담을 하면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그 후 피고로부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는 취지와 이유에 관한 설명을 듣고 난민인정심
사 불회부사유가 기재된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
의 발신 명의에는 관인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하여 그
행위가 행하여졌음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을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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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게 하고 그에 관한 증거확보로 장래의 분쟁발생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6201 판결 참조).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부한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을 제6호증)에는 피고의 관인이 찍혀 있지 않지만 피고
의 명의와 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는
취지와 이유를 직접 알려주면서 위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난민불
회부결정통지서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권한을 가진 행정청인 피고에 의하여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이 행하여진 것임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
에 피고의 관인이 찍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하자로 볼 수 없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에게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불복방법 등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되어야 할 정도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실체상 위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난민법 제6조, 난민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의 규정내용 등에 의하면, ① 난민법이 외국인의 출입국
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우리나라에 이미 입국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입국심사 단계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신청자에
게 난민법상 난민신청자로서의 지위를 신속하게 부여하는 한편,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난민인정제
도를 남용하는 난민인정신청을 난민인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난민인정심사의 효율성을 높이
려는 데 있는 것인 점, ②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사유의 내용 역시 난민인정심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거나
진행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또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있는 경우이거
나 대한민국의 안전 등을 해칠 우려나 반인도주의 범죄전력 등의 난민인정 제한사유가 있음을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는 엄격하게 해석･적용
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13, 14, 29, 35, 36, 37, 3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
항 제7호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원고들은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 사실이 앙골라 내에 알려져 앙골라 정부
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는 난민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
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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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 3930 판결 등 참조), 원고들
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①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 및 원고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입국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난민인정신청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난민인정신청을 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을 제1호증의 기재), 피고로부터 입국목적이 불분명하여 체류
자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후에 비로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② 원고 A 및 B는 앙골라 내에 자신들과 같은 콩고 출신의 앙골라 국적자에 대한 집단적인
차별과 탄압이 만연하여 있고 그와 같은 차별과 탄압의 결과로 원고 A는 경찰에 의하여
불법구금을 당하고 원고 B는 경찰에 의하여 강간을 당하는 등의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앙골라 북서부 지방에 있는 다이아몬드광산에서 일하던 콩고 국적자들에 대한 앙골라 정부
의 강제출국조치와는 별개로 앙골라 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콩고 출신의 앙골라
국적자에 대한 집단적인 차별과 탄압이 만연하여 있다거나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하여 그와
같은 차별과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원고들이 주장하는
앙골라 정부의 이른바 ‘투명성 강화 작전(Operation Transparency)’이나 ‘회복 작전(Operation
Rescue)’의 수행과정에서 원고들과 같은 콩고 출신의 앙골라 국적자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
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③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A가 경찰에 불법구금되어 있다가 탈출하고 원고 B가
경찰에 의하여 강간을 당하였다는 2018. 11. 25.부터 약 열흘 동안에 앙골라에서의 박해를
피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고,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고, 사증 발급에 필요
한 서류들을 준비한 다음, 2018. 12. 5. 주 앙골라 대한민국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
는 것인데, 그와 같은 대한민국으로의 이주 결정 및 계획･준비 등 일련의 과정이 약 열흘의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나아가 원고들이 2018. 12. 5. 주 앙골라 대한민국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함께 제출
한 서류들 중 원고 A의 재직증명서(을 제35호증 중 10면)는 원고들도 허위의 서류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원고 A의 은행잔고증명서(을 제35호증 중 12면)도 위조된 허위의 서류로 보이는
점(을 제37호증의 기재), 주 앙골라 대한민국대사관 영사가 앙골라 현지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
면, 원고들이 앙골라에서 임차하여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인 부부는 원고 A가 2018. 6.경 건설회사
에서 해고된 후 구직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고
2018. 11. 25. 이후로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원고들이 2018.
12. 27.까지 임차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고, 원고 A의 자녀들이 다녔던 학교의
교사들은 원고 A의 자녀들이 2018. 12. 중순경까지 학교를 다녔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인 점(을
제39호증의 기재)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 A 및 B가 앙골라에서 콩고 출신의 앙골라
국적자라는 이유로 경찰에 의하여 불법구금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는 등의 박해를 받았다는 주장
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상,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을 억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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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난민인정심사의 효율성 제고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완

판사

오흥록

판사

박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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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요약
❚ 기간 : 2019. 3. 1. ~ 2019. 5. 31. ❚

-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뉴스･공지 > 보도자료] 참조
O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2019 APEC 제 1차 고위관리회의
참석 계기,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되는 “APEC 디지털혁신기금” 공식 출범 및 기여금 공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3.7(목) APEC 사무국과 체결하였다.
O 강경화 외교장관과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주한미국대사는 2019.3.8.(금) 서울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하였다.
O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2019.3.11.(월) 서울 외교부에서 Genadi Arveladze 조지아 경제지속성장
개발부 차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O 외교부 외교사료관은 올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2019년 3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항일독립 외교활동을 주제로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O 외교부는 3.13(수) ｢2019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O 외교부는 3.13(수) 서울 외교장관 공관에서 ｢한-태평양도서국 무역･관광 진흥 프로그램｣ 출범식
을 개최하였다.
O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3.14. (목) 벨기에 브뤼셀
에서 개최된 ｢시리아 및 주변 지역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제3차 브뤼셀 회의(The Third
Brussels Conference on Supporting the Future of Syria and the Region)｣에 참석하여, 시리아
및 그 주변국에 대한 올해 총 1,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O 주라트비아대사관 및 주다낭총영사관 신설 등 2019년 외교부 소요정원 요구를 반영한 직제 개정
안(총 37명 증원)이 3.1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O 외교부는 3.22(금) 오후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대응 관계부
처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국민 및 기업 지원현황 및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O 정부 관계부처 합동대표단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대한 한국의 예외국 지위 연장을 협의하기
위해 3.28.(목) 오전 미국 워싱턴에서 대이란 제재 예외 협의 미측 수석대표인 프랜시스 패논
(Francis Fannon) 국무부 에너지 차관보와 양국 간 협의를 개최하였다.
O 강경화 장관은 ｢2019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2019 UN Peacekeeping Ministerial)｣ 참석을
위해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 등으로 구성된 우리부-국방부 합동 대표단과 함께 3.28.(목)-29.(금)
간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다.
O 외교부는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1988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1,602권(약 25만여쪽)의 외교
문서를 2019. 3. 31.자에 원문해제와 함께 국민에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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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교부는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3･1절을 기점으로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들과 함께 재외공관이 주최하는 100주년 기념행사를 다양한 형태로 추진
중이다.
O 외교부는 유네스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CJ그룹과 공동으로 2019.4.9.(화) 프랑스 파리에서 ｢소
녀교육 협력사업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하여 한-유네스코 소녀교육 협력사업 현황 및 우리
나라의 기여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9년 4월 10일 현지시각 15시(한국시간 22시), OECD 개발원조
위원회(DAC) 회원국(29개국)들의 2018년 ODA 잠정통계를 발표했다.
O 외교부는 국정과제[재외공관 민원행정 및 영사서비스 혁신] 이행 및 정부혁신 과제로 추진해
온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1단계 사업을 올해 4월 완료하였다.
O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4.23(화) 오전 동경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
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문제를 비롯
한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O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4.23(화)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관련 공개토의｣
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하 성폭력 철폐
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도 동참해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O 지식분야 공공외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 공공외교 실무위원회’
회의가 홍석인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 주재로 4.25(목) 외교부에서 개최되었다.
O ’19.4.26.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全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
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하였다.
O 외교부는 2019.5.2.(목) 15:00 이태호 제2차관 주재로 ｢2019년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 2020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 조율하는 자리를 가졌다.
O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5.8(수) 오후 2시 국립외교원 대회의실에서 ‘신남방･신북방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O 우리 정부는 2019.5.2.(목)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차 한-유엔난민기구(UNHCR)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권기환 국제기구국장이, UNHCR측은 켈리 클레멘츠(Kelly
Clements) UNHCR 부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O 2019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신뢰구축조치 및 예방외교 회기간
총회(Inter-sessional Support Group Meeting on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Preventive
Diplomacy, ISG)가 5.3.(금)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과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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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교부는 조달청과 공동으로 연간 20조원을 상회하는 유엔 조달시장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진출
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5.8(수)-9(목)간 뉴욕 유엔조달본부(UNPD)에 ‘유엔조달시장개척단’
을 파견한다.
O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5.9(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유엔 안보리 개혁 논의를 위한 리트리
트(5.9(목)-10(금), 서울 개최)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통해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O 제12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한･중 양국 외교부(심의관･부국장급) 및 어업 관련 부처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5월 9일(목)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되었다.
O 제3차 한-미 환경협력위원회(ECC)가 2019.5.13.(월) 미국 국무부(워싱턴 D.C.)에서 개최되어
양자간 다양한 분야의 환경 협력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O 안영집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와 응와이충(Ng Wai Choong) 싱가포르 국세청장은 2019. 5.
13.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
O 우리 정부는 2018년 8월 콩고민주공화국 내 북부 키부(North Kivu) 지역 및 이투리(Ituri) 지역에
서 발생한 에볼라 대응을 위한 현금 50만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세계보건기구(WHO)에
제공할 예정이다.
O 외교부는 5.14.(화), 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2019 유네스코 세계유
산 해석 국제회의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ESCO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를 개최하였다.
O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22(수)-23(목)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이용 –기회와 도전
요인(Harnessing Digital Transi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을 주제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O 외교부는 5.21(화) 14:30-18:10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5차 그린라운드테이블(Green Round Table)
: 한-덴마크 지속가능발전 세미나｣를 주한덴마크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O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22(수)-23(목)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이용–기회와 도
전요인(Harnessing Digital Transi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을 주제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하였다.
O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75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 ESCAP)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O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019. 5. 23.(목)~24.(금)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되는 ｢인
도적 위기상황 하에서의 성기반 폭력(SGBV) 종식을 위한 국제회의(Ending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SGBV) in Humanitarian Crises)｣에 우리 정부대표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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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라시나 제르보(Lassina Zerbo)｣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학생들과 함께하는 CTBTO-청년 대화 참석
을 위해 2019.5.29.(수)-5.31.(금)간 한국을 방문한다.
O 외교부는 2019.5.30.(목) 13:30~18:00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회 열린 SDGs포럼｣을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 시민넷’과 함께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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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디지털혁신기금 설립 양해각서
(MOU) 체결 (2019-03-08)

년 정상회의에서는 동 로드맵의 이행을 총
괄하기 위한 ‘디지털경제조정그룹’(DESG :
Digital Economy Steering Group) 신설에

1.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칠레 산티아
고에서 열린 2019 APEC 제 1차 고위관리회의

합의하여, 향후 디지털경제 이슈 논의 본격
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참석 계기,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되는 “APEC
디지털혁신기금”공식 출범 및 기여금 공여를

3. 한편, 금년도 APEC 정상회의(2019.11.16.-17,

위한 양해각서(MOU)를 3.7(목) APEC 사무국

칠레 산티아고)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1개

과 체결하였습니다(호주, 대만 공동 참여).

회원국간 준비 논의가 금번 제1차 APEC 고위

◦ 금번 MOU 서명식에는 레베카 파티마 st. 마

관리회의(3.7-8)를 계기로 본격 시작될 예정입

리아 APEC 사무국장,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

니다.

교조정관 외 동 기금 공동 기여국인 호주 및

※ 2019년 APEC 회의 주요 일정

대만 고위관리(Senior Official)가 참석하였습

- 정상회의 : 2019.11.16-17, 산티아고

니다.

-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 2019.11.13-14, 산

※ (한국)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호주) Ms. Edwina Stevens 외교통상부 투
자경제국 다자경제부국장
(대만) Bob L.J Chen 외교부 국제조직사장

티아고
- 통상장관회의 : 2019.5.17.-18, 비냐 델 마
르, 발파라이소
- 고위관리회의 : (2차) 5.15-16, (3차) 8.29-30,
(최종) 11.11-12, 산티아고

2. 문재인 대통령은 2018.11월 파푸아뉴기니 APEC

◦ 금년도 APEC 의장국인 칠레는 ‘사람과 사람

정상회의에서 아태 지역의 기업, 소비자, 정부

연결, 미래 만들기(Connecting People, Building

등 경제주체들이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역량을

the Future)’를 주제로, △ 디지털 사회(Digital

함께 견인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APEC 디지털

Society), △ 통합 4.0(Integration 4.0), △ 여

혁신기금’ 창설할 것임을 약속하였고, 우리 정

성, 중소기업, 포용적 성장(Women, SMEs,

부는 금번 MOU 체결을 통해 동 약속의 이행을

and Inclusive Growth), △ 지속가능한 성장

완료하고 호주, 대만 등의 참여를 확보하는 성

(Sustainable Growth)을 4대 핵심의제로 설정

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였습니다.

◦ 동 기금은 한국이 70만불, 호주 및 대만이 각

◦ 우리나라는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각 35만불, 20만불을 기여하였으며, 금년 하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상기 핵심 의제별 아래

반기부터 ‘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

와 같은 우리의 기여방안을 제시하고, 회원국

이행을 위한 APEC 회원국의 협력 사업에 지

들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

원될 예정으로, 우리 정부도 우리 ICT 전문

정입니다.

가들의 역량을 활용, 역내 디지털경제 논의

- ① (디지털 사회) △ 디지털 혁신기금 설립

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

및 한국 ICT 역량을 활용한 협력사업 추진,

입니다.

△ 디지털 경제 소비자보호 협력방안 모색,

※ APEC은 2017년 정상회의에서 ‘APEC 인

△ 개도국 역내경제통합 협상역량강화(CBNI)

터넷･디지털경제 로드맵’을 채택하고, 2018

3단계 사업(2018-2020년) 이행, △ APEC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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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터(Mydata) 협력 플랫폼 구축 등

지수 개발 추진

※ 디지털 경제 소비자 보호 협력 사업 : 디지

- ③ (여성, 중소기업, 포용적 성장) 작년 정상

털 무역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역

회의 시 문재인 대통령 제안 사안의 이행을

내 이해 제고 및 논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

위한 △ APEC 포용성 정책 사례집 작성 추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9년중 ‘디지털

진, △중소벤처기업 스마트 팩토리 포럼 등

무역에서의 소비자 보호, 기회와 도전’ 워크

- ④ (지속가능한 성장) 제2차 APEC 역내 해

샵 개최 예정

양쓰레기 방지 및 관리 역량 강화 워크숍의

※ 개도국 협상역량강화(CBNI: Capacity Building

결과물로서 △ APEC 해양쓰레기 관리 가이

Needs Initiative) 사업 : 아태지역 자유무역

드라인(안) 승인 추진 및 △ 지속가능한 성장

지대(FTAAP) 실현을 위해 개도국의 RTA/

을 위한 스마트 농업 공유사업 등

FTA 협상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RTA/FTA
의 분야별 워크숍/세미나를 개최하는 사업
- 2019.6월말 서울에서 전자상거래 분야 협
상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예정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서명식 개최
(2019-03-08)

※ APEC 마이데이터(Mydata) 협력 플랫폼 :
APEC 역내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활용 증

쉍 강경화 외교장관과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진을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역내 데이

주한미국대사는 2019.3.8.(금) 서울에서 ｢한･

터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하였습

- 2020년 한국 주도로 마이데이터 이해 증

니다.

진과 정책 논의를 위한 세미나 추진
- ② (통합 4.0) △ 역내 수출입안전관리우수

※ 서명 일시 및 장소 : 3.8(금) 16:10, 외교부
17층 접견실

공인업체 제도(AEO) 분석 및 모범사례 발

※ 우리측에서는 장원삼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굴, △ APEC 회원국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대표,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 등이, 미측

위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비구속적 원

에서는 Abrams 주한미군사령관, Lukeman

칙 활용을 위한 워크샵, △ 서비스무역 규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등이 참석

제환경 평가지수(STRI) 개발 시범 사업 추

※ 상기 협정 서명에 이어, 동 협정의 ｢이행약정｣

진 등
※ 서비스분야 국내규제 비구속적 원칙 : 우리

에 대한 서명(국방부 국제정책관 및 주한미
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도 진행

나라는 서비스 분야 국내규제에 관한 APEC
차원의 원칙 개발을 주도, 2018년 APEC 정
상회의 계기에 원칙 최종안이 채택되어 금

쉍 금일 서명한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
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년 동 원칙의 활용 증진을 위한 워크샵 개최
추진
※ 서비스무역 규제환경 평가지수 개발 : APEC
역내 회원국들의 서비스 무역 관련 규제 환

쉍 동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
공하고 한･미 동맹 강화와 상호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수 개발
사업으로, 금년 일부 회원국 대상으로 시범

www.mofa.go.kr

157

| 외교부 소식 모음 |

한-조지아 경제협력협정 서명(3.11)
(2019-03-11)

외교활동을 주제로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쉍 이번 기획전시는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BnF),

쉍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2019.3.11.(월) 서울

독립기념관 등 국내외 유관기관 소장자료와

외교부에서 Genadi Arveladze 조지아 경제지

전직 공관장, 한국사 연구학자의 기증자료 등

속성장개발부 차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관련 기록물,

아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

사진, 언론기사 24점이 전시되며, 특히, 1919

였다.

년 파리강화회의에 임시정부 한국대표로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19.3.11.(월) 09:50～10:20,
외교부 18층 리셉션홀
※ 이 협정은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고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
후 발효 예정

한 우사(尤史) 김규식 선생(임시정부 외무총
장)이 프랑스 교육부의 로베르 브뤼셀 국장에
게 보낸 친필 서한 원본을 국민에게 최초 공개
한다.
※ 브뤼셀 국장이 프랑스 신문 뺷Le Gaulois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 상황과 일본의 무단통치

쉍 우리나라와 조지아는 동 협정에 따라 투자, 무

를 다소 가볍게 언급한 데 대하여, 김규식 선

역, 관광, 산업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공동사

생이 한국의 독립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엄중

업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

히 다뤄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기고한

를 장려하는 등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후 오고 간 서신 중 하나로, 프랑스 교육부

하였다.

장학관이 발견하여 2011년 주불대사관을 통

◦ 동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해 외교부에 기증한 것임.

설립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

쉍 외교부 외교사료관은 이번 기획전시가 외교사
료관 방문객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어

쉍 조지아와의 동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린이･청소년들에게 임시정부 수립 정신과 선

조지아 진출을 지원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

조들의 높은 애국심을 다시 일깨워주는 계기

관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 되길 기대한다.

※ 한-조지아 교역 현황(백만불)
- 수출 : 자동차, 철강판 등 / 수입 : 정밀화학
원료, 직물의류 등

2019년 외교부 연두업무보고 (2019-03-13)
1. 외교부는 3.13(수) ｢2019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

임시정부, 프랑스에서 조국 광복을 외치다
(2019-03-11)

진계획｣을 발표했다.
2.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 및 국제질서 대전환

쉍 외교부 외교사료관은 올해 대한민국임시정부

등 각종 도전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수립 100주년을 맞아, 2019년 3월 13일부터

위해 2019년 4대 역점 외교과제 및 2대 신규과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항일독립

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들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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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했다.
※ 4대 역점 과제 : ▴실용적인 정상외교 모델의

경제외교조정관,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
(SEARP) 포럼 참석 (2019-03-13)

성공적 정착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및 공
고한 평화체제 구축 ▴균형있는 협력외교 강

쉍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아세안 연

화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 실현

결성(Connecting Southeast Asia)’을 주제로

- 2대 신규과제 : ▴혁신을 통한 외교역량 강

2019.3.11.(월)-12(화)간 파리에서 개최된 경

화 ▴재외공관 중심 ｢Team Korea｣모델 정착

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

◦ 첫째, 대통령 외교일정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SEARP)* 포럼에 2기(임기 3년, 2018.3월-2021.

급증하는 정상외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실용적 정상외교 모델 정착

3월) 공동의장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OECD 동남아 지역프로그램(SEARP ; South

◦ 둘째, 한미간 긴밀한 공조와 관련국 및 국제사

East Asia Regional Program) : OECD가 非회

회 지지 확보를 통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원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발족한 5개 지역

견인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

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로 2014년 출범(OECD

제 구축 추진

및 아세안 국가 1개국이 공동의장 수임)

◦ 셋째, ▴주변 4국과의 협력 강화와 동시에 ▴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협력 파트너 다변화

- 1기 공동의장국(일본, 인도네시아), 2기 공
동의장국(한국, 태국)

▴소다자･다자협의체 등 수행방식 다변화 등
을 통한 외교 다변화 본격 구현

쉍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은 3.11(월) 고위급 포

◦ 넷째, ▴사건사고 예방･대응 업무 내실화 등

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연계성(Connectivity)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 ▴해외진출 기업 지

이 아세안(ASEAN) 발전에 가지는 중요성과 디

원과 해외일자리 창출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삶

지털 혁신으로 인한 기회와 도전에 대해 설명

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외교 실현

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
을 통한 아세안 연계성에의 기여 의지를 표명

3. 특히, 금년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타운｣

하였다.

구축으로 국민 소통 및 참여를 확대하고, ▴미
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대국민 서비

쉍 또한 윤 조정관은 금번 SEARP 포럼 계기에

스 전초기지로서의 재외공관 역할 강화 등 국

영국, 태국 및 베트남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외교성과를

OECD 내에서의 협력 및 양자 협력 증진 방안

내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
이다.

에 대해 논의하였다.
◦ 특히, 공동의장국인 태국과는 2기 동남아지역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상호

4. 외교부는 2019년도 업무계획을 충실히 이행

의견을 교환하였다.

하여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한반도 평화 번영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

쉍 우리나라는 금번 포럼에서 공동의장국 활동을

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통해 다자무대에서의 우리 외교적 위상을 제

것이다.

고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신남방정책의
추동력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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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도서국과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발판 마련 (2019-03-14)

◦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간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우리의 對태도
국 공적개발원조를 무역･관광 분야로 확대하

쉍 외교부는 3.13(수) 서울 외교장관 공관에서 ｢한

여 양측 국민간 상호이해 제고 및 지속가능한

-태평양도서국 무역･관광 진흥 프로그램｣ 출

경제개발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범식을 개최하였다.

※ 한-태도국(PIF : Pacific Islands Forum) 협

◦ 금번 행사에는 △ 남태평양관광기구(SPTO)

력기금 : 한-태평양국가간 실질협력 강화를

회장 및 관계자, △ 태평양지역 주요국 관광

위한 협력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설립

청, △ 주한 피지 및 파푸아뉴기니대사 및 공

되었으며, 2018년부터 연간 110만불씩 지

관원, △ 양국 기업인 등 총 60여명이 참석하

원 중

였으며, 외교부에서는 이태호 제2차관이 참석
하여 환영사를 하였다.
※ 태평양도서국(총 14개국) : 피지, 파푸아뉴
기니,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
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정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도적 위기인
시리아 사태에 올해 총 1,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 발표 (2019-03-15)

쿡제도,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팔라우
쉍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쉍 이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다수의 태도국들과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3.14. (목) 벨기에 브

식민지배, 전쟁, 독립 등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

뤼셀에서 개최된 ｢시리아 및 주변 지역의 미래

는 우리나라가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한 경험

를 지원하기 위한 제3차 브뤼셀 회의(The Third

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태도국의 사회･경제적

Brussels Conference on Supporting the Future

발전을 위한 진정한 파트너가 되길 희망한다

of Syria and the Region)｣에 참석하여, 시리아

고 언급했다.

및 그 주변국에 대한 올해 총 1,200만불 규모

◦ 아울러, 한국과 태도국간 무역･관광 확대를

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위해 한국수입협회와 남태평양관광기구가 더
크게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 프로그램

쉍 이번 회의는 시리아 사태 지원을 위한 국제회

을 통해 양측간 인적･물적 교류를 대폭 증진

의로서는 7번째 회의이자, 2017년 ｢시리아 및

하여, 양측 국민이 마음에서부터 가까워짐으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브뤼셀 회의｣로 새롭게

로써 한-태도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나가기

명명된 이후로는 3번째 회의로서, 지난해에 이

를 희망하였다.

어 유럽연합(EU)과 유엔(UN)이 공동 주최하
였다.

쉍 이번에 출범한 ｢한-태평양도서국 무역･관광

※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올해로 9년째 지속되

진흥 프로그램｣은 태도국과의 실질협력 강화

고 있는 시리아 사태는 예멘 사태와 더불어

를 위해 우리 정부가 지난 2008년 이래 공여해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 OCHA)이 지정한

온 ｢한-태평양도서국포럼(PIF) 협력기금｣을 활

가장 심각한 인도적 위기로서, 유엔을 비롯

용한 개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2년간

한 국제사회는 2013년부터 시리아 사태 지원

실시될 예정이다.

을 위한 국제회의를 매년 개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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쉍 이번 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지난해 제2차 브뤼

인 인도적 위기 상황의 해결에 동참해 나가는

셀 회의에서 공약한 내용들의 이행상황을 점

것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방침으로서, 우리 정

검하는 한편, 9년이 지나도록 완전히 해결되지

부는 올해 시리아 사태는 물론 예멘, 이라크

못하고 있는 시리아의 인도적 위기에 국제사

등 중동 지역의 여타 인도적 위기에 대해서도

회가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는 단합된 의지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특

를 재확인하였다.

히 아동, 여성, 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Mark Lowcock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에 방점을 두고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사무차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시리아 사태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2019년 3월 현
재 총 1,170만명이며 이들 중 대다수가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과 아동이라고 설명하고,

재외국민 보호, 외교다변화 등을 위한
외교기반 강화 (2019-03-19)

이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총 33억
불로 추산하면서 이에 대한 참여국들의 적극
적인 지원을 요청

1. 주라트비아대사관 및 주다낭총영사관 신설 등
2019년 외교부 소요정원 요구를 반영한 직제
개정안(총 37명 증원)이 3.19(화) 국무회의에서

쉍 강정식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그간

의결되었다.

시리아와 시리아 난민 수용의 부담을 짊어지
고 있는 터키, 요르단, 레바논에 총 6,300만불

2.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외교부는 해외여행객

이상을 지원해왔다고 소개하고, 올해 추가로

연간 3천만명 시대에 재외국민 보호 및 현장

1,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

중심의 영사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

임을 발표하였다.

기를 마련하였다.

◦ 아울러, 시리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 주라오스대사관, 주영국대사관 등 13개 재외

서는 시리아인들이 주도하는 정치적인 해법

공관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건사고 담당

이 도출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

영사 13명을 충원할 예정으로, 우리 국민들을

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분쟁당사자들 간 휴전

위한 영사조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기

합의 준수와 유엔 등의 중재노력에 대해 전적

반을 강화하였다.

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 또한, 연간 100만명 가량의 우리 국민들이 방
문하고 있는 베트남 다낭에 총영사관(3명)을

쉍 이번 회의에는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EU

신설할 예정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증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페데르센(Geir Pedersen)

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주다낭총영사

유엔 시리아 특사를 비롯하여 57개 국가, 23개

관은 우리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신남방정

국제･지역기구가 참석하였으며, 시리아 및 주

책의 핵심 동반자이자 우리 4대 교역국인 베

변국에 대해 올해 70억불, 2020년과 그 이후로

트남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국익 증진에

는 총 23.7억불 규모의 기여 공약을 확보하는

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를 거두었다.
3. 아울러, 외교다변화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 차
쉍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 세계적

원에서 주리가분관을 승격하여 주라트비아대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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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3명)을 신설할 예정이다. 그간 라트비아,

안 승인 시 2019.5.22.로, ② 합의안 부결 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에 우리 재

2019.4.12.로 탈퇴일을 연기하기로 결정

외공관이 부재하여 영사조력･서비스 제공에 어

◦ 아울러, 그간 한국무역협회･KOTRA 합동 ｢브

려움이 있어왔으나, 주라트비아대사관 신설에

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와 주영국대사관 및

따라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발트 3국과의 외교

주유럽연합대표부를 통해 확인된 현지 기업

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응현황과 주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계

◦ 한편, 신남방정책의 큰 축의 하나인 인도 담당 인

부처와 함께 정부 지원방안 및 향후 대응방안

력,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믹타(MIKTA)

을 논의

담당 인력,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
한 인력 등 본부 인력을 보강하여 외교다변화,

3. 외교부는 주영국대사관 및 주유럽연합대표부

일자리 창출 등 정부 핵심 정책을 충실히 이행

를 통해 현지 우리 국민 및 기업의 대응에 필요

할 기반을 강화하였다.

한 관련 정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향후 본부와 현지 공관 및 유관부처와의 협조
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대응지원이 적기에 이루

외교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일 연장
결정에 따른 관계부처 대응회의 개최
(2019-03-22)

◦ 특히, ‘합의 없는 유럽연합 탈퇴(No Deal Brexit)’

1. 외교부는 3.22(금) 오후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과 차관급 고위경제대화*를 출범할 예정

주재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대응 관계부
처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국민 및 기업 지원현

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발생 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
록 조치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연내 영국
* 수석대표 : (한) 외교부 2차관, (영) 외무성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무상.

황 및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관계부처 및 기관 참석

대이란 제재 예외 연장 대미 협의 개최
예정 (2019-03-25)

※ 외교부는 2016.6.29. 브렉시트 대응 TF를
설치, 관계부처와 함께 브렉시트 관련 외교,

1. 정부 관계부처 합동대표단은 미국의 대이란 제

경제, 조약 등 제 분야에서 우리 대응방안

재에 대한 한국의 예외국 지위 연장을 협의하

을 논의해 왔음

기 위해 3.28.(목) 오전 미국 워싱턴에서 대이란
제재 예외 협의 미측 수석대표인 프랜시스 패

2. 이번 회의에서는 3.21(목) 유럽연합(EU) 정상
회의에서 결정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일

논(Francis Fannon) 국무부 에너지 차관보와 양
국 간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장 합의 결과 및 향후 전망을 공유하고, ‘합

◦ 우리 대표단은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

의 없는 유럽연합 탈퇴(No Deal Brexit)’가능

석대표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

성에 대비한 각 분야 조치현황을 점검하였다.

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

※ 3.21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영-EU는

※ 미국은 2018.11.5. 우리나라 등 8개국에 대

① 다음주(3.25일주) 영-EU 브렉시트 합의

해 미국이 이란에 대해 부과하는 제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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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를 인정한다고 발표

개최(통상 80여개국 대표 참석)

※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국 발표 이후 우리

◦ 금년 회의는 110여개국 고위급 대표단이 참

측은 예외 연장을 위해 미측과 긴밀한 협의

석한 가운데 3.29(금) 유엔 사무총장 주관 하

를 지속 중

에 유엔본부에서 개최될 예정

-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국무부 에너지

◦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등 변화하는

차관보 (2.14. 바르샤바, 2.20. 서울), 아중

국제 안보환경 하에서 △PKO 요원 및 현지주

동국장-국무부 제재담당 부차관보 (12.4.

민의 안전 강화,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워싱턴, 3.6. 서울), △산업부 에너지자원

훈련 및 장비 제공, △여성의 PKO 참여 증진

실장-국무부 에너지 차관보 (2.20. 서울),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이에

통상정책국장-국무부 제재담당 부차관보

대한 참가국들의 기여 공약을 이끌어 내는 것

(3.6. 서울) 등

이 금년 회의의 주요 목표

- 그간 13차례의 관계부처 대책회의 및 수
시로 우리 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2. 강 장관은 3.29(금) 오전 평화유지 장관회의 연
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650여명의 군･경을 PKO

2. 우리 대표단은 상기 협의 계기 3.27.(수) 브라이

에 파견중인 주요 병력 공여국이자 세계 10위

언 후크(Brian Hook) 국무부 이란특별대표를

의 PKO 재정 공여국으로서, △PKO 요원들에

면담하여 미국의 대이란 제재 정책 관련 공동

대한 훈련 지원, △지뢰방호 차량 등 고성능 장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데이비드 페이

비 제공, △우리 여군의 PKO 참여 확대 등 다

먼(David Peyman) 국무부 금융위협대응‧제재

방면에서 기여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공약하고,

부차관보를 면담하여 비제재 분야의 대이란 수

특히 △우리나라의 2020년 차기 평화유지 장관

출 등 관련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협조

회의 개최*를 발표할 예정이다.

를 요청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의 PKO 병력･재정 기여 현황
- 병력기여 35위(650명 규모) / 레바논(UNIFIL)
및 남수단(UNMISS) 부대파견

장관, ｢2019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참석 (2019-03-26)

- 재정기여 10위(전체 PKO 예산(약 70억불)
가운데 2.267% 부담)
* 유엔측의 제안에 따라 우리정부는 2020년 하

1. 강경화 장관은 ｢2019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
의(2019 UN Peacekeeping Ministerial)｣ 참석

반기에 우리부-국방부 공동주최로 동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

을 위해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 등으로 구성
된 우리부-국방부 합동 대표단과 함께 3.28.

3. 또한, 금번 뉴욕 방문 계기 강 장관은 안토니우

(목)-29.(금)간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다.

구테레쉬(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을

※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2015년 제70차 유엔총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

회 계기 개최된 ｢평화유지 정상회의(Leaders'

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Summit on Peacekeeping)｣의 후속으로 출범한
장관급 정례회의로, 2016년 영국 런던, 2017

4. 강경화 장관의 이번 평화유지 장관회의 참석은

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각각 제 1, 2차 회의

우리 외교장관으로는 처음 이루어지는 것으로,

www.mofa.go.kr

163

| 외교부 소식 모음 |

국제 평화･안보에 있어 유엔의 가장 대표적인

여권(약 370만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하여 왔

활동인 PKO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

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 신장과 외교행

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외교문서를 적극

우리의 향후 안보리 진출(2024-25년 임기) 노

공개할 예정이다.

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우리나라가 2020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
회의를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최하게 됨으
로써, 앞으로 PKO를 비롯한 국제 평화･안보
관련 논의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평화와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온 겨레의 축제
(2019-04-08)
쉍 외교부는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3･1절을 기점으로

제26차 외교문서 공개 (2019-03-31)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들과 함께 재외공관이
주최하는 100주년 기념행사를 다양한 형태로

쉍 외교부는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1988년도

추진 중이다.

문서를 중심으로 총 1,602권(약 25만여쪽)의

◦ 지난 3･1절을 계기로 추진된 다양한 재외공관

외교문서를 2019. 3. 31.자에 원문해제와 함께

행사에는 정부 인사가 참여하여 3･1운동의 역

국민에게 공개한다.

사와 가치를 동포사회와 공유하였다.

※ 원문해제: 방대한 외교문서의 주요내용을 문
서철별로 해설･요약(700자 내외)

- △중국 항저우 ｢3･1운동 100주년 기념 항저
우 기념식｣(3.1, 외교부 2차관), △미국 샌프
란시스코 ｢다뉴바시 중가주 3･1운동 재연｣

쉍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88서울올림픽대

행사(3.1, 공공외교대사), △블라디보스톡 ｢연

회 개최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노태

해주 항일운동사 강연회 및 독립유적지 탐방｣

우 제13대 대통령 취임식 △남극기지 설치 △

(3.16, 재외동포영사기획관), △중국 충칭 ｢광

1978 한･일 대륙붕 협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군 총사령부 복원 기념식｣(3.29, 국무총리),
△미국 하와이 ｢하와이 독립운동 사적지 탐

쉍 공개된 외교문서의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뺷외

방행사｣(3.30, 재외동포영사실장)

교문서열람실뺸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 외교부가 100주년을 기념하여 주관하는

외교문서공개목록 및 외교사료해제집 책자는

△재외공관 개최 100주년 기념행사 및

주요 연구기관･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외교사

축하리셉션, △한중 우호 카라반, △우토

료관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용할

로 평화기념관 건립 등은 ｢3･1운동및대

수 있다.

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사업위

☞ 외교사료관 위치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원회｣에서 추진하는 ‘중점사업’에 해당

2572(서초동)
http://diplomaticarchives.mofa.go.kr

쉍 이와 관련, 18개 재외공관은 대한민국임시정
부 수립일인 오는 4.11일을 기념하여 주재국

쉍 외교부는 1994년부터 26차에 걸쳐 총 2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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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참석하는 축하리셉션과 학술회의, 사진

육 사무총장보 등 유네스코 주요 인사, △유네

전시회 등 20개의 문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스코 주요 회원국 관계자, △소녀교육 협력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뜻깊은 역사를 기억･기

업 수혜자 및 정책 전문가 등 약 150명 참석

념할 예정이다.

* Roundtable on UNESCO Projects for Girls’

◦ 대표적인 임시정부 소재지인 상하이에서는 4.11

Education supported by the Republic of Korea

일 임시정부수립일 당일, 우리 정부의 주요 인

: 제20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2019.4.3.-17.)

사 및 주재국 인사, 재중동포 약 500여 명이

부대행사로 개최

참석하는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김규식, 송헌주, 서

쉍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핵심 공여국*으로 유네스

재필, 안창호, 박용희 선생 후손 등 독립지사

코의 주요 사업영역인 소녀교육(Girls’ Education)*

후손 토크 콘서트와 함께 학술행사를 계획 중

분야에 큰 규모의 기여를 해오고 있으며, 이번

이다.

라운드테이블 행사는 우리의 대유네스코 자발

◦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 전후로

적 기여를 홍보하는 한편, KOICA, CJ그룹 등

중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크로아티아 등 세

공여기관을 통한 소녀교육 협력사업의 성과를

계 각지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관련 △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제학술회의, △사진전, △강연회 등을 갖고

*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193개 회원국 중 10위 규

임시정부수립의 의미와 역사성을 널리 알리

모의 정규분담금 납부국(’19년 분담률 2.926%)

는 행사도 추진한다.

이자 2위 규모의 자발적 기여 공여국(’18년
기준)

쉍 이번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

※ 한-유네스코 주요 소녀교육 협력사업 현황

업은 온 국민과 재외동포가 함께 만든 100년

- (KOICA) 네팔･말리 등 총 5개국 대상으로

의 역사를 기억하는 온 겨레의 축제의 장임과

약 2,500만불 규모의 소녀 및 여성 청소년

동시에, 앞으로 평화와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

교육 역량강화 사업 이행 중

기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CJ그룹) 유네스코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14년)하여 △｢Bright Girls, Brighter Future｣
캠페인, △CJ 올리브영을 통한 모금 캠페인
등 다양한 협력사업 진행 중

우리의 대유네스코 자발적 기여사업
홍보행사 개최 (2019-04-10)

쉍 Giannini 유네스코 교육 사무총장보는 환영사
를 통해 유네스코 소녀교육 사업에 대한 한국

쉍 외교부는 유네스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CJ

측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교육 분야의 지속

그룹과 공동으로 2019.4.9.(화) 프랑스 파리에

가능발전목표(SDG4-Education 2030) 달성을

서 ｢소녀교육 협력사업 라운드테이블｣행사*를

위해 앞으로 정부, 국제기구, 민간기관 등이 구

개최하여 한-유네스코 소녀교육 협력사업 현

체적이고도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

황 및 우리나라의 기여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하였다.
◦ 이번 행사에 △Stefania Giannini 유네스코 교

쉍 홍석인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개회사를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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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에게 공평

* 2018년 ODA 확정통계는 ’19.12월에 발표

한 교육 이수를 보장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시
급한 현안 과제임을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유

쉍 DAC 회원국 전체 ODA 규모*는 1,530억불이

네스코의 믿음직한 파트너로서 향후 소녀교육

며,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

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지속 지

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 평균은 0.31%

원해나갈 것임을 표명하였다.

입니다.
* ’18년 실적부터 측정기준이 ‘순지출’에서 ‘증

쉍 한편, 이번 라운드테이블 행사에는 한-유네스

여등가액’으로 변경

코 소녀교육 협력사업 관계자 및 소녀교육 전
문가 등이 참석하여 생생한 사업현장 경험담

쉍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양자원조 증가 등으

을 나누고 향후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폭넓게

로 전년대비 2억불 증가한 23.5억불을 기록,

의견을 교환하였다.

DAC 국가 중 15위*(2017년 15위)입니다.

◦ 소녀교육 협력사업 수혜자로 참석한 네팔 Bonita

* 순위 : 미국(1위), 독일(2위), 덴마크(14위), 대

Sharma씨 및 말리 Lalla El Oumrany 교육부

한민국(15위), 벨기에(16위)....아이슬란드(29위)

소녀교육 담당과장은 소녀들이 정규 교육을

◦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율(ODA/GNI)

못 받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조혼 및 이른 임

은 0.15%로 전년(0.14%) 대비 0.01%p 증가

신을 지적하였으며, 소녀교육 전문가인 Pauline

했습니다.

Rose 영국 캠브리지대학 교수는 개도국 교육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투자의 중요성을

< 2018년도 우리나라 ODA 잠정통계 (증여등가액 기준,
백만불) >

강조
쉍 이번 행사는 우리의 대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사업의 가시성을 제고하고 유네스코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기여 의사를 표명하는 좋은 계
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외교부는 소
녀교육 등 유네스코의 주요 사업에 대한 참여
확대 등 관련 주도적 기여를 지속해나갈 계획

구 분
▪ ODA (A+B)

2017년 2018년

증감률
(%)

2,152

2,351

9.2

비중
(%)
100.0

1,566

1,728

10.4

73.5

무상원조

1,034

1,126

8.9

(65.2)

유상원조

532

602

13.3

(34.8)

- 양자간 ODA (A)

- 다자간 ODA (B)
▪ ODA/GNI(%)

586

623

6.2

26.5

0.14

0.15

-

-

이다.

’18년 우리나라 ODA는 23.5억불, DAC
국가 중 15위 (2019-04-10)
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9년 4월 10일
현지시각 15시(한국시간 22시), OECD 개발원
조위원회(DAC) 회원국(29개국)들의 2018년
ODA 잠정통계*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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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사민원 서비스가 보다 편리해집니다
(2019-04-23)
쉍 외교부는 국정과제[재외공관 민원행정 및 영
사서비스 혁신] 이행 및 정부혁신 과제로 추진
해 온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
(G4K) 구축’* 1단계 사업을 올해 4월 완료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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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4K 구축사업은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민원

◦ 특히, 운전면허증재발급(갱신), 국적신고, 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외공관 영사민원 시

인연금신청 민원서류를 전자적 파일형태로

스템 구축사업’으로 ‘18-’20년간 3단계 사업

국내 처리기관에 이송함으로써, 기존 원본서

으로 추진중

류 전달 방식에 비해 민원처리 소요시간을
1~2주일 이상 단축하였다.

쉍 우선,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사업의 일환

◦ 이를 위해, 재외공관, 관계기관간 민원의 전자

으로, 재외국민을 위한 온라인 민원포탈인 “영

적 연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정보 인프라를

사민원24”가 4.23(화)부터 개시될 예정으로,

거점공관**에 구축하여 시범 운영 중이며, 향

동 민원포탈을 통해 재외국민들은 공관을 직

후 대상 공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워싱턴,

접 방문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보다 편리하고

파리, 뉴욕, LA, 베이징, 선양, 동경, 오사카)

신속하게 민원업무 신청은 물론, 다양한 영사

◦ 또한, 올해 순차적으로 민원 진행현황 알림 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비스의 이메일 통보, 접수증의 QR코드 스캔

◦ 그간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

등을 통한 업무처리, 편리한 민원업무 수납을

했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해외이주신고

위한 영수필증 전자소인제 등을 도입할 계획

확인서 등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발급이 가능

이다.

해짐으로써, 그간 재외공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다수 재외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기 민원발급 서비스는 정부24와 연계하
여 제공 예정
◦ 또한, 상기 온라인 발급 문서에 대한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여 재외국민의 행정비용도 경

쉍 상기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사업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
년까지 3단계로 추진될 예정으로, 외교부는 앞
으로도 우리 재외국민의 편의를 더욱 증진하
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민원업무를 점차 확대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감된다.
◦ 이 외에도, △재외공관 발급 민원문서에 대한
사실 확인, △온라인 또는 재외공관 방문을 통

한일 국장급 협의(4.23) 결과 (2019-04-23)

해 신청한 민원의 처리현황 확인, △주요 민원
서식의 8개 외국어 번역본, △국가별 맞춤형

쉍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4.23(화) 오전 동

민원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등의 서비스

경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가 제공된다.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
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문

쉍 또한,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10여개
행정기관 민원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민

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해 폭넓은 의
견을 교환하였다.

원업무시스템을 구축, 그동안 외교행낭을 통
해 처리했던 다양한 재외공관 민원업무를 전

쉍 양측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우리 재외국민들에게

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동 사안에 대한 긴밀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일측이

게 된다.

일본산 수산물 WTO 판정에 대한 입장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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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온 데 대해, 우리측은 WTO 판정 존중 필요

- 채택 배경 : 1990년대 코소보, 르완다 등에

성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

서 대규모로 발생한 조직적 강간을 계기

는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다.

로 국가 또는 분쟁 당사자에 의해 자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쉍 김 국장은 일본 정부가 금일 발표한 외교청서

다루기 시작

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 주요 내용 :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일측이 역

대한 성폭력 철폐, 분쟁해결 및 평화구축

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 등 촉구

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하

◦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평생의 고통

였다.

을 치유받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분쟁하 성폭력의 아픈 경험을

쉍 한일 양국은 다양한 수준에서 긴밀한 소통을

겪은 국가로서 한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의

지속해 오고 있으며, 이번 국장급 협의도 이러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동 문제를 역사적 교

한 소통의 일환으로서, 양국은 과거사 문제에

훈으로 기리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

따른 한일 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

정임을 언급

발전을 위해 소통을 지속해 나갈 필요성에 공
감하였다.

쉍 아울러, 이 차관은 이어 개최된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20주년 준비를 위한 고위급 부대
행사｣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가 △아시아 최초

이태호 2차관, ｢유엔 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관련 공개토의｣ 참석 (2019-04-24)

로 여성･평화･안보 관련 연례 국제회의인 ｢여
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7.2-3, 서
울), △분쟁하 성폭력 대응 사업 지원에 800만

쉍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4.23(화) 뉴욕에서 개

불 지원, △우리 여군의 PKO 참여 확대, △안

최된 ｢유엔 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관련 공개

보 및 평화 분야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시

토의｣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여

민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 다방면에서 기여를

성･평화･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하

지속해나갈 것임을 공약하였다.

성폭력 철폐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도 동참
해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쉍 한편, 이 차관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 ‘패튼’

◦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20주년을 맞이하는

분쟁하 성폭력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를 면

현 시점에서 여성･평화･안보 의제 이행에 많

담하여 작년 우리 정부가 출범시킨 ｢여성과 함

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많은 분쟁 지역에

께하는 평화｣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향후 분

서 성폭력이 지속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쟁하 성폭력 철폐를 포함한 여성･평화･안보

동 문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분쟁 예방

의제 이행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생존자 중심 접근
법을 적용하는 한편,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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쉍 또한, 이 차관은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

든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것을 촉구

국(DPPA) 사무차장 및 ‘비오티’ 사무총장 비

※ 안보리 결의 1325호(2000년)

서실장과 면담을 갖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9, Vol.18, No.2 (통권 제53호)

| 외교부 소식 모음 |

이후 한반도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

을 시행중인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의 공공외

을 교환하고, 유엔 사무국측과 지속적으로 긴

교 담당자들과 더불어, 지자체를 대표하여 대

밀히 소통 및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 이 차관은 그간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2017년 8월 수립된 ｢대한민국 공공외교 5개

대한 유엔측의 일관된 지지에 사의를 표하는

년 기본계획(2017-2021)｣의 이행상황을 점검

한편,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의

하는 한편, △지식 공공외교 효율성 제고를 위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과정에

한 기관 간 협업 강화 방안, △디지털 지식 공

있어 유엔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

공외교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

◦ 유엔 사무국측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행하였다.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하고, 여성･평
화･안보 및 평화구축 분야에 대한 우리의 기

쉍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외교 주체

여를 평가하면서,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해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강화하는 팀 코리아(Team

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

Korea) 모델을 정착시켜서 범정부 차원의 통
합적･체계적 공공외교를 더욱 강화하는 노력
을 계속 경주해나갈 것이다.

지식 공공외교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2019-04-25)
쉍 지식분야 공공외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추

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 (2019-04-26)

진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 공공외교 실무위원
회’ 회의가 홍석인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
주재로 4.25(목) 외교부에서 개최되었다.

쉍 ’19.4.26.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全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

◦ ‘공공외교 실무위원회’는 2016년 8월 발효한

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

공공외교법에 따라 대한민국 공공외교 통합･

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

조정기구로 설치된 ‘공공외교 위원회’의 실무

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위원회로서 금번 회의는 지식 공공외교를 주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하였습니다.

제로 개최되었다.
◦ 지식 공공외교는 △해외 한국 관련 오류 시정
및 외국 교과서에 한국 기술 확대, △해외 한

◦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확대, △교육협력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 분쟁의 주요 경과 >

확산을 목표로 하는 공공외교로서, 문화 공공
외교, 정책 공공외교와 함께 우리나라 공공외
교의 3대 주요 구성 부분 중 하나이다.

- ’11.3.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실시(수입 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금지)

쉍 오늘 회의에는 외교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
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지식 공공외교 사업

- ’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13.8.8.)
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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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쉍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
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③ 국내외 식
참 고

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370→100Bq/kg)
- ’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 중 일부*에 대

상소 판정 요지

해 WTO 제소
*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18.2.22. WTO 패널(1심), 판정보고서 全회원

숔 (일본에 대한 자의적 차별) 패널(1심)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수치를 기초로, 일본
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

국 회람 및 대외 공개

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불합치 3건(차별성･무

은 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역제한성･투명성), 합치 1건(검사절차)
- ’18.4.9. 우리 정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
소 제기
- ’19.4.11. WTO 상소기구(최종심), 판정보고서

판단하였으나,
⇨ 상소기구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
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정함.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즉,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
- ’19.4.26 WTO 분쟁해결기구, 최종 판정 공식

고 판단함.
➡ 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패널의 우리 조치 협
정위반 판정 파기

채택
숕 (불필요한 무역제한성) 우리나라의 적정한 보
쉍 정부 대표단은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

호수준(ALOP)은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3가지

에 참석해서,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패널은 이중 정량

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적 기준인 1mSv/year만 적용하여 한국의 조치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WTO

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며 일본이 제시한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

대안적 조치로도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
명하였습니다.

수 있다고 판정하였으나,
⇨ 상소기구는 패널이 한국 ALOP의 다른 2개

◦ 또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의 수입규제조

의 정성적 기준(사고 이전 수준, 달성가능한

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최대로 낮은 수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

근거한 조치로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

이 잘못되었다고 판정함.

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
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

➡ 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패널의 우리 조치 협
정위반 판정 파기

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숖 (잠정조치 여부) 패널은 우리나라의 조치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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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
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나,

쉍 이번 회의는 2017년에 이어 사이버안보 분야
에서 OSCE와 아시아 지역 간 개최되는 두 번

⇨ 상소기구는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

째 회의로, 최근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사

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 패널의 월권이며 잘

이버 공격이 점차 진화,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못되었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정

유럽-아시아 양 지역 간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

(절차상 조치의 불명확성) 한국이 우리 수입규

화하고, 유관 분야 민관 전문가들 간 네트워크

제조치 관련 정보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부분에 대
해 협정 위반으로 본 패널 판정은 인용함
- 다만, 한국이 수입규제조치 관련 ‘문의처(enquiry
point)’를 적절히 설치하지 않았다는 패널 판
정은 파기함

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1차 한-OSCE 사이버안보 컨퍼런스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4.4.-5, 서울
- 주요 의제 : △사이버안보 환경, △민관협
력, △사이버공간 상 신뢰구축 방안, △사
이버안보 분야 역량 강화 등
◦ 아울러, OSCE가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지역

외교부, 유럽-아시아 지역 간 사이버안보
협력 논의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예정
(2019-04-30)

차원의 협력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

쉍 외교부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공동으

※ OSCE는 광범위한 회원국을 가진 지역 안

로 5.1(수)-2(목) 간 서울(조선호텔)에서 ｢제2

보협력 기구로서는 최초로 2013년 사이버

는 지역협력 경험을 공유하고, OSCE와 아시
아 지역 간 협력 심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차 한-OSCE 사이버안보 컨퍼런스(Second Inter-

안보 분야 신뢰구축 조치에 합의(2016년 확

Regional Conference on Cyber/ICT Security｣

대된 신뢰구축 조치 합의)

를 개최할 예정이다.

- (2013년 합의 11개 항목) △ICT 보안위협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 정치･군사안보,

및 취약성 공유, △주요기반시설 보호, △

경제･환경안보, 인간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

사이버 안보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하는 포괄안보 개념에 기초한 유럽-대서양

△국가 간 사이버 안보 협력조치 등

국가 간 안보협력기구(57개 회원국)
-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OSCE 아시아협력
동반자국(Asian Partners for Co-operation)

- (2016년 추가 합의 5개 항목) △사이버 보
안 협력 활성화･효율화 증진, △공유정보
구체화 등

자격으로 참여
◦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간 사이버안보 협력,

쉍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5.1.(수) 개회사를

△사이버공간에서의 책임있는 국가행동, △주

통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요기반시설 보호, △사이버안보 국제규범 마

부상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아

련 노력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시아 지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특히

유럽 및 아시아 지역 정부･국제기구 관계자,

국제규범 형성 및 신뢰구축조치의 중요성을

국내외 학계･산업계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

강조할 예정이다.

할 예정

◦ 또한, △2019.4월 우리의 국가사이버안보전
략 발표,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 등 사이버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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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신남방 분과위’ 등 지역별 분과협의회를 별

을 설명할 예정

도 개최(4.24.)
◦ 올해부터 ‘민간전문가 예비검토’를 전면 시행,
총 43명의 민간 전문가가 사업 심의에 참여

｢2019년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19-05-01)

◦ ‘재외공관 의견 조회 및 2018년 재외공관 현
장 점검 결과 환류’를 통해 사업이 시행되는
개도국 현장의 시각과 우선순위를 심의 과정

쉍 외교부는 2019.5.2.(목) 15:00 이태호 제2차관

에 반영

주재로 ｢2019년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개최, 2020년 무상원조 후

쉍 이번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외교부에서 작

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 조율하는 자리를 가

성한 2020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은 최

질 예정입니다.
◦ 이번 협의회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
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43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참석자

종적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
총리)를 거쳐 확정됩니다.
※ 2020년 무상원조 후보사업 검토 경과 및 향
후 절차

들은 △공적개발원조(ODA)의 적합성, △사

① 외교부, ‘무상원조 시행계획 작성지침’ 배포

업간 중복 방지 및 연계 추진, △기관간 협업

(2.1.) → ② 각 시행기관별 2020년도 시행계획 주

강화, △정부의 주요 대외정책과의 부합성 등

관기관 제출(3.8.) → ③ 후보사업에 대한 민간전

을 검토할 계획

문가 예비검토/재외공관/지역국 의견 조회(3.14-

◦ 올해 접수된 2020년 무상원조 후보사업수는

4.2.) → ④ 1:1 기관간 협의회 개최(4.4-4.12.) →

총 1,575개(1조 9,767억 규모)로 전년도 대비

⑤ 분과협의회 개최(4.24.) → ⑥ 무상원조 관계기

13% 증가하였으며, 원조사업에 대한 국내 관

관 협의회(5.2.) → ⑦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련기관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의결(5-6월) → ⑧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

추세

(6월-12월) → ⑨ 2020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

※ 최근 무상원조 후보사업 접수 현황 : 1,354

행계획 확정(12월)

개(‘17년) → 1,393개(‘18년) → 1,575개
(‘19년)

쉍 앞으로도 외교부는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 정부

쉍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

의 무상원조 사업이 국제 규범에 따르면서 더

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체계적･통합적･효율적

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 공적개발원조(ODA)’ 추진과 심도 있는 사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 심의를 위해 다층적인 협의, 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전 단계로서 △각
시행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1:1 기관

국립외교원, 신남방･신북방 정책 포럼 개최
(2019-05-03)

간 협의’를 실시(4.4.-4.12.)했으며, △사업간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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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립외교원 대회의실에서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양측은 2016년 제1차 한-UNHCR 정책협의회
출범 이래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강화 중
※ UNHCR은 전세계적 난민 문제 대응을 위

쉍 이번 정책포럼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서정

해 1950년 창설된 유엔 기구이자 우리 정부

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신

의 5대(UNDP, UNHCR, UNICEF, WFP,

윤환 서강대 교수, 홍완석 한국외대 교수 등

WHO) 중점 협력 기구 중 하나

국내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 분야의 전문가들,

- 2016년 제1차 한-UNHCR 정책협의회를

그리고 씽텅 랍피셋판 주한 태국대사, 비탈리

개최한 이후 금번 두 번째 협의 개최

펜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등 주한 외교단 인
사가 참여한다.

쉍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전세계 난민 문제 및

◦ 이번 회의는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의 개회사,

UNHCR의 대응, △UNHCR을 통한 우리의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의 기조연설 및 신남방･

글로벌 난민 문제 대응 기여 방안, △난민 글로

신북방정책 협력국가 주한 대사들의 축사에

벌 컴팩트 이행 등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

이어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

였고, 향후 양측간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양측간 파트너십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

쉍 특히 이번 회의는 유라시아대륙과 인도태평양

였다.

의 新 지정학적 국제정치가 부상하고 있는 현

◦ UNHCR측은 한국이 2016 이후 주요 공여국

실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다변화 전략으로서

그룹인 ‘2천만불 공여국 클럽’ 자격을 유지하

신남방･신북방정책의 의미와 역할을 모색하

고 2018년 기준 세계 2위(44백만불)의 민간

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여를 기록하여 UNHCR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데 사의를 표명

쉍 이번 정책포럼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

※ UNHCR 2천만불 공여국 클럽 : UNHCR에

아 정부가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신남

연간 2천만불 이상 공여하는 국가들의 비공

방･신북방정책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이 그 성

식적 모임으로, 2019년 기준 한국, 미국,

과를 평가･점검하고 향후 외교적 추진방향을

EU,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캐

논의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

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호
주, 이탈리아, 핀란드, 벨기에, 사우디아라
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총 21개국이

제2차 한-UNHCR 정책협의회 개최
(2019-05-03)

해당
◦ 우리측은 전세계 난민 위기에 대한 포괄적 대
응을 위해 작년 유엔에서 채택한 ｢난민 글로

쉍 우리 정부는 2019.5.2.(목) 스위스 제네바에서

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 마

제2차 한-유엔난민기구(UNHCR) 정책협의회

련에 있어 UNHCR의 주도적 역할을 평가하

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권기환

고, ｢난민 글로벌 컴팩트｣를 통한 국제사회의

국제기구국장이, UNHCR측은 켈리 클레멘츠

협력 필요성에 공감

(Kelly Clements) UNHCR 부대표가 각각 수

※ 난민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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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gees)

(Inter-sessional Support Group Meeting on Con-

- 2016.9.19. ｢유엔 난민･이주민 고위급회의｣

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Preventive Diplo-

결과 채택된 ｢뉴욕선언｣에 따라 전세계

macy, ISG)가 5.3.(금)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난민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원칙,

우리나라는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과 함

공약 등을 담을 문서로서 UNHCR의 주도

께 공동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였다. (우

하에 2018년 제73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

리측 공동의장 : 구홍석 외교부 남아태국장)

(18.12월)

◦ ARF 회기간 총회(ISG)는 2018-2019 회기간

- 동 컴팩트 후속조치로서 제1차 ｢글로벌 난

이루어지는 ARF 차원의 신뢰구축조치･예방

민 포럼｣(19.12.17-18, 제네바) 개최 예정

외교 활동을 점검하기 위한 협의체로, ARF고

◦ 아울러 우리는 작년 6월 출범한 ｢여성과 함께

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

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

의 준비회의 성격

이니셔티브*와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

※ ARF는 아･태지역의 정치･안보 문제에 대

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및 중앙아프리카공화

한 정부간 다자안보 협의체로, 국가 간 대

국 성폭력 생존자 지원 사업을 소개하였으며,

화를 통해 상호신뢰 및 이해를 제고하고,

양측은 동 이니셔티브 관련 협력 가능 방안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

모색키로 합의

하는 역내 최대의 안보협의체

*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자리매김을 한 “여

※ ARF 회원국(27개국) : 한국, 태국, 호주, 방

성･평화･안보” 분야에 우리정부가 보다 적

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캐나다, 중

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하였

국, 북한, 유럽연합 의장국, 인도, 인도네시

으며, 주요 내용은 ①분쟁하 성폭력 대응 관

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련 개발협력 사업 추진, ②여성･평화･안보

뉴질랜드,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관련 국제회의 정례 개최

러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동티모르, 미
국, 베트남

쉍 이번 정책협의회는 양측이 글로벌 난민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대응 및 전략적 협력관계를

2. 이번 회의에는 ARF 24개 회원국 대표단 90여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고

명이 참석하여, △제25차 ARF 외교장관회의

위급 인사 교류 및 정책협의회 정례화 등을 통

결과 평가와, △ARF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 활

해 양자 차원의 협력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동을 점검하고, △ARF 미래방향(신규 제안 등)

것으로 기대된다.

및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특히,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및 예방, 재난구호

2019 ARF 신뢰구축조치 및 예방외교
회기간 총회(ISG) 서울에서 개최
(2019-05-03)

등 비전통 안보 현안 대응을 위한 국가들 간 협

1. 2019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Measures) 제안들이 논의되었다.

Forum) 신뢰구축조치 및 예방외교 회기간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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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강조되었으며, 각 협력 분야별 국가 간 투
명성을 제고하고, 상호 이해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신뢰구축조치(Confidence-Building
◦ 아울러, 최근 한반도 정세 또한 논의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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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국들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간

(2014)⟶176(2015)⟶177(2016)⟶186(2017)

대화 의지 지속 표명을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

※ 우리기업 참여 규모(백만불): 78(2013)⟶177

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2014)⟶193(2015)⟶215(2016)⟶202(2017)

진전을 기대하였다.

※ 우리기업 참여 비중(%): 0.48(2013)⟶1.03
(2014)⟶1.1(2015)⟶1.21(2016)⟶1.08%

3. 금번 회기간 총회 논의 결과는 5월말 태국 방콕

(2017)

에서 개최될 예정인 ARF 고위관리회의(SOM)

◦ 우리기업의 진출 부진 이유로 유엔 조달시장

를 거쳐 최종적으로 ARF 외교장관회의에 보고

에 대한 정보 및 네트워크 부족, 전 과정이 영

될 예정이다.

어로 진행되는 입찰과정에 대한 경험 및 전문
인력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 금번 개척단 파견 사업을 통해 우리기업들은

유엔조달시장개척단 뉴욕 첫 파견
(2019-05-06)

제품 홍보뿐만 아니라 유엔 조달시장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유엔 조달담당관과의 네트
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쉍 외교부는 조달청과 공동으로 연간 20조원을
상회하는 유엔 조달시장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쉍 유엔조달시장개척단과 함께 뉴욕을 방문하는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5.8(수)-9(목)

정무경 조달청장과 외교부 김희상 양자경제외

간 뉴욕 유엔조달본부(UNPD)에 ‘유엔조달시

교국장은 UNPD 및 UN 정보통신기술국 고위

장개척단’을 파견한다.

급인사와 면담을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

◦ 금번 개척단에는 지난 4월 공고를 통해 정보
통신기술(ICT), 보안 및 안전, 방호 관련 분야
신청기업 중 선정된 9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
으며,

방안, 개척단 파견사업 정례화 등에 대해 논의
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이번 개척단은
우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관련 부처와 기

◦ 이 기업들은 UNPD에서 구매를 담당하는 분

관이 힘을 모은 ‘팀 코리아(Team Korea)’의

야별 조달담당관을 대상으로 우리의 우수한

대표 사례로서 우리기업들의 유엔 조달시장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홍보하고 시연 예정

진출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 또한, UNPD외에도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

하며,

(UNOPS)의 조달설명회에 참석하고, 세계한

◦ “우리 중소기업들이 금번 개척단 활동을 계기

인무역협회(OKTA)와 미국 조달시장 진출 노

로 유엔의 조달 트렌드와 관심 분야를 지속적

하우를 논의 예정

으로 파악하여 실제 입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힘.

쉍 유엔 조달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물품･서비스 등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분

쉍 외교부는 작년 12월부터 유엔 조달시장 진출

야가 다양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시장

확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점유율(1.08%)은 미국(9.4%), 인도(4.9%), UAE

조달청, 방위사업청, KOTRA, 대한상공회의

(4.3%) 등에 비해 저조하다.

소,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 유엔조달시장 규모(억불): 161(2013)⟶172

및 유관기관 TF를 구성하여 두 차례*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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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였다.
* 2018.12.21.(1차), 2019.4.18.(2차)
◦ 동 회의를 통해 유엔조달시장개척단 파견, 유

*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으로 구성된 그룹
으로, 상임이사국 증설에 반대하고, 비상임이
사국 증설을 통한 안보리 확대 지지.

엔조달 진출 원스톱 서비스 구축, 조달청과 외
교부 공동으로 유엔 조달시장 진출 전략 마련
을 위한 용역 실시 등 다양한 사업을 금년 중
추진키로 합의

제12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
(2019-05-09)

◦ 외교부는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
해 우리기업의 유엔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
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

쉍 제12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한･중 양
국 외교부(심의관･ 부국장급) 및 어업 관련 부
처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5월 9일(목)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되었다.

2차관, 유엔 안보리 개혁 리트리트 개회사
실시 (2019-05-09)

◦ 양국은 동 회의에서 △2018년 조업질서 및 최
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개선 상황을 평가
하는 한편,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쉍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5.9(목) 서울 롯데호텔

필요조치를 협의하고, △어업 관련 한･중 양

에서 개최된 유엔 안보리 개혁 논의를 위한 리

국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트리트*(5.9(목)-10(금), 서울 개최)에 참석하

※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양국 외교부와

여 개회사를 통해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과 중

어업 관련 부처가 함께 참석하는 실무협의

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체로 매년 2차례씩 정례 개최

* 우리는 유엔 안보리 개혁 관련 유사 입장국,

- 지난 2012.6월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를 초청, 안보

개최한 이래, 2016년 제9차 회의까지 매

리 개혁의 기본원칙 등에 대한 이해 제고를

년 개최되었고, 2017년 중단된 이후 2018.

위해 5.9-10간 리트리트 형태로 비공개･비공

4월 제10차 회의(샤먼), 2018.11월 제11

식 협의 개최

차 회의(강릉) 개최

쉍 이 차관은 안보리 개혁이 국제정치의 현실을

쉍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한중 양국 공동의 노

반영하면서도, 안보리의 투명성, 효과성, 민주

력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감소추세에 있음

성, 책임성, 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을 평가하는 한편, 한･중 양국이 중국 어선 불

추진되어야 하며, 회원국간 광범위한 합의에

법조업 근절을 위한 필요 조치를 시행함으로

기초하여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

써 더욱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특히,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다양화,
지능화 되어 변형 자망어구 사용, AIS* 불법

쉍 우리는 안보리 개혁 관련 UfC(Uniting for Con-

사용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조업이 증가하고

sensus)* 그룹의 일원으로서 안보리 개혁 논의

있는 데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 정부가

에 대해 건설적으로 지속 참여해 나갈 계획

이에 대해 단속 및 지도 교육을 강화해 줄 것

이다.

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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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 선명,

쉍 한･중 양측은 양국 어민들에게 불가결한 해

침로, 속력 등 항해정보를 실시간 표출하여

상구조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이 양국간 우

선박 충돌방지 및 관제, 수색구조 활동에 활

호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확인

용되는 장비

하고, 한중 해상공조 강화를 위해 한중 해경

◦ 또한, 우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서해 NLL

간 국장급 협의체 신설, 함정간 통신체계 구

해역에서의 중국 어선 조업 증가 및 휴어기

축, 한중 해경 지방청간 핫라인 개설 등 새로

시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고, 동해상에서의

운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중국 어선 북상 문제 및 긴급피난시 절차 준수

하였다.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는데 대한 중국측의 단
속조치 강화를 당부하였다.

쉍 한･중 양측은 동 회의가 그간 서해 조업질서

◦ 아울러,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양국 지도단속

를 개선하고 양국의 당면 현안을 안정적으로

선 간 공동순시와 양국 지도단속 공무원 교차

관리하는 데 기여하는 등 양국간 협력 채널로

승선이 한중간 대표적인 어업 지도･단속 협력

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모델로 서해조업질서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앞으로도 동 회의를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하

해온 것을 평가하고, 중국 어업 지도단속 공무

였다.

원 초청사업*, 한중 치어방류행사** 등 교류

◦ 양측은 제13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금

활동을 통해 한중간 어업분야 협력을 지속 강

년 하반기 적절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

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로 하였다.

* 2018.7월 중국 랴오닝성, 저장성, 장쑤성
어업정책 담당 공무원 9명, 제주 해경청 방

쉍 금번 회의에 우리측은 임시흥 외교부 동북아

문(브리핑 청취 및 경비함 승선) 및 제주

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원 방문

해양경찰청･주중대사관･주칭다오총영사관･

** 한･중 양국은 서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주상하이총영사관･주선양총영사관 관계관 등

2018년부터 공동 치어방류 행사를 매년 교

이 참석하였고, 중국측은 천슝펑(陳雄風, CHEN

대로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2018.7.24. 전

Xiongfeng)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

남 영광군에서 제1차 치어방류 행사 개최

로, 외교부･농업농촌부･해경국･랴오닝성･산둥
성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다.

쉍 중국측은 한중 어업문제협력회의 등을 포함하
여 한중간 다양한 어업 분야 채널을 통해 소통
을 강화함으로써 조업 질서가 개선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불법어선 나포 척수도 감소하고

제3차 한-미 환경협력위원회(5.13) 개최
(2019-05-10)

있다고 평가하였다.
◦ 또한 중측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1. 제3차 한-미 환경협력위원회(ECC*)가 2019.5.

위한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강력한 단

13.(월) 미국 국무부(워싱턴 D.C.)에서 개최되

속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중국 어민들에 대한

어 양자간 다양한 분야의 환경 협력에 관하여

관리 및 교육 강화 조치를 소개하였다.

논의할 예정이다.
* Environmental Cooperation Commission : 2012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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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발효된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근거하며,
제1차 회의는 2013.2월 미국 워싱턴 D.C. 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서명
(2019-05-13)

최, 제2차 회의는 2015.11월 한국 서울에서
개최됨.

쉍 안영집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와 응와이충

◦ 우리측은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

(Ng Wai Choong) 싱가포르 국세청장은 2019.

국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환경부･

5. 13.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한-싱가포르 이중

해수부･산림청 등이 참석하고, 미국측은 브

과세방지 개정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라이언 도허티(Brian Doherty) 국무부 해양,

◦ 이번 개정은 1981년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

국제환경, 과학담당국 부차관보대행을 수

지협약 발효 이후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

석대표로 하여 국무부 및 무역대표부, 연방

기 위한 것으로,

환경청(EPA), 해양대기청(NOAA) 등 관계

◦ 싱가포르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에서의 세부

기관 인사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

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세조약을 이

이다.

용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OECD의 최
신 논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세회피행위에

2.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제2차 환경협력위원회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개최 이후 그간 추진된 환경협력 사업을 검토
하고, 신규 환경협력 분야 등을 논의하여 20192022년 작업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 2019-2022년 작업계획 마련과 관련하여, 한

쉍 오늘 서명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
정입니다.

미 양측은 △ 야생생물 밀거래, △ 야생생물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 대기질 및

쉍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
지, △ 지속가능한 소재(materials) 관리 및 해

① (고정사업장) 건설기업의 경우 상대국에서

양쓰레기, 국립공원 관리, 수처리 기술 등에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관련 활동을 수행시

관한 잠재 협력사업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정(현행
6개월)

3. 이번 회의는 제3차 환경협의회(EAC*)와 연계
하여, 5.14(화) 10:00~11:30 ECC/EAC 공개 세
션을 가질 예정이다. 공개 세션에서는 미측과

② (사용료 소득)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
고세율 인하(15→5%)
* 최근 5년간 對싱가포르 사용료 수지(출처:

공동으로 시민사회, 환경단체, 업계 등 일반 대

한국은행) (단위 : 백만달러)

중들에게 ECC 및 EAC의 결과를 설명하고, 질
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 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 한-미 FTA
환경챕터 제20.6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협의
회로 양국간 환경정책 이행 현황을 공유

구 분

‘14

‘15

‘16

‘17

‘18

수 취

705.6

1,282.2

1,176.3

1,511.8

1,724.5

지 출

491.3

951.9

994.9

1,523.4

1,254.3

③ (주식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및 대주주(지
분율 2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원천지국
과세를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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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의 비상장주식
- 그 외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 과

쉍 이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10번째 에볼
라 사태로서, 에콰퇴르(Equateur) 지역에서 발
생한 에볼라가 2018년 5월에 종식 선언된 지

세로 변경*

불과 수개월 만에 발생하여 현재까지 10개월

* (현행) 모든 주식양도소득에 원천지국 과세

가까이 지속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

④ (독립적 인적용역)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에만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사업소득과
동일)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우리 정부 지원금은 WHO 등 15개 국제기구
들이 콩고민주공화국과 함께 수립한 ｢DR콩

* (현행)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183일 이상

고 북부 키부 지역 및 이투리 지역 에볼라 발

체류 등 일정요건 충족시 원천지국에서 과

생 대응을 위한 제3차 전략대응계획(Strategic

세 가능

Response Plan 3.0)｣에 따라 활용될 예정이다.

⑤ (조약남용방지 규정 신설) 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

쉍 우리 정부는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

볼라 대응을 위해 해외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택적용을 배제

Relief Team, KDRT)를 파견한 바 있고, 지난

※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적용

2018년에도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대응을

가능한 최고 세율은 현행 유지(이자: 10%,

위해 총 150만불*을 지원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배당: 지분율 25% 이상 보유시 10%, 기타

방지를 위한 세계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왔으

15%)

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
이다.
* △에볼라 사태와 같은 전 세계 보건 위기에

정부,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대응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50만불
인도적 지원 결정 (2019-05-14)

대한 초기 긴급지원을 담당하는 WHO 긴급대

쉍 우리 정부는 2018년 8월 콩고민주공화국 내

(2018.8월).

응기금(Contingency Fund for Emergencies,
CFE)에 100만불(2018.3월) △DR콩고 내 에
볼라 대응을 위한 WHO 활동에 50만불 지원

북부 키부(North Kivu) 지역 및 이투리(Ituri)
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 대응을 위한 현금 50
만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세계보건기구
(WHO)에 제공할 예정이다.

2019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
개최 (2019-05-14)

◦ WHO의 통계에 따르면, 이번 에볼라 사태로
2019년 4월 기준 총 1,107명의 감염자가 발생

쉍 외교부는 5.14.(화), 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

하였으며 이 중 695명이 사망*하여, 사망률이

회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2019 유네스코 세계유

63%에 이르고 있다.

산 해석 국제회의(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 사망자들은 여성이 58%, 18세 이하 아동 및

on UNESCO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청소년이 29%로 취약계층이 대다수

를 개최하였다.
◦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개회사(별첨)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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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에게 인류의 소중한 세계유산을 전

학계 인사들간 열띤 토론이 진행됨.

수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책임임을 강조
하는 한편, 세계유산의 의미는 고정적인 것이

쉍 우리나라는 2016년 첫 번째 세계유산 해석 국

아니라 역사, 사회, 문화적 맥락의 변동에 따

제회의 개최 이래 금년 네 번째 회의까지 매년

라 재해석되고 진화하므로, 역사의 긍정적인

동 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유산 해석 논의에 주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도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다음달 개최되는

해석전략이 중요하다고 함.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6.30.-7.10. 아제르바

◦ 이 차관은 이러한 차원에서 △ 역사에 대한

이잔 바쿠)에서도 ‘세계유산 해석 세미나’를

서로 다른 관점을 포괄하는 해석 전략을 마련

부대행사로 개최하여 동 분야의 선도국가임을

할 의무를 결코 회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조하고, △ 모든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세계유
산 해석과 관련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 ‘모든’
의미있는 기록물은 전체의 역사로서 미래세
대에게 계승해야하며, 기록유산으로 누구나

※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해석 관련 회의 개최
내역
◦ 제1차(‘16.11월), 제2차(‘17.11월), 제3차
(‘18.5월) 서울 개최
◦ 제40차(‘16.7월, 터키 이스탄불), 제41차

쉽게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17.7월, 폴란드 크라코우), 제42차(‘18.6

◦ 한편, 이 차관은 5.13.(월) 국제기념물유적협

월, 바레인 마나마) 세계유산위원회 계기

의회(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

세계유산 해석관련 부대행사 개최

ments and Sites)가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
에 등재 권고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금년
6월에 개최 예정인 세계유산위원회(6.30.-7.10.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최종 등재 결정되기
를 기대한다고 함.

외교장관,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각료이사회 (5.22-23, 파리)
참석 (2019-05-21)

쉍 이번 회의는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비롯하여

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22(수)-23(목)간 ‘지속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 세계유산 해석분야 국

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이용 –기회

제전문가, 주한외교단 및 내외 귀빈들과 세계

와 도전요인(Harnessing Digital Transition for

유산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참석자 등 총 250

Sustainable Development: Opportunities and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으

Challenges)’을 주제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며, 유산의 본질과 변화하는 유산해석을 비롯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

한 포괄적인 해석 전략수립 등에 대해 폭넓고

회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이호승 기재부 1차관, 민원기 과기부 2차관,

◦ ｢유산이란 무엇인가?｣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유산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정립하고, ｢변화
하는 유산의 해석 경향｣, ｢화해와 통합을 위한
유산의 해석｣이라는 주제하에 국제전문가들
의 발표와 유네스코 회원국 대사 및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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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참석
※ OECD 각료이사회
- 36개 회원국 각료가 참석하는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연 1회 개최
- 의장단 : (의장국) 슬로바키아, (부의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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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및 캐나다

는 이 행사에는, 덴마크 메리 왕세자비와 조명

- 주요 의제 : △디지털 전환의 잠재력 활용을

래 환경부 장관, 이회성 IPCC(기후변화에 관

위한 정부 역할과 국제협력의 중요성, △디

한 정부간 협의체) 의장을 비롯해 한-덴마크

지털 시대 다양한 행위자의 권한 강화 측면

양국의 정부부처, 유관기관, 학계, 기업 및 국

에서 직업, 기술, 교육의 역할, △지속가능

제기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성과 웰빙을 위한 디지털 약속의 실현, △

※ (한국측 주요 참석자) 유연철 기후변화대사,

디지털 무역의 혜택 향유 및 다양화 등

권혁진 국토부 도시경제국장, 김상협 KAIST
교수, 정병기 녹색기술센터(GTC) 소장 등(덴

2. 강 장관은 5.22(수) 고위급 패널에서 세계경제

마크측 주요 참석자) Kristoffer Böttzauw

전망 및 디지털 전환의 함의에 대한 의견을 제

덴마크 에너지청장, Jesper Frost Rasmussen

시하고, 5.23(목)에는 지속가능성과 웰빙을 위

덴마크 Esbjerg시 시장, 칼스버그, Grundfos,

한 디지털 약속의 실현에 대한 세션을 주재할

Maersk 관계자 등(국제기구) Frank Rijsberman

예정이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총장 등

3. 아울러, 5.22(수) 의장단(슬로바키아, 캐나다와

쉍 동 행사에서는 덴마크 메리 왕세자비의 환영

한국) 주최 리셉션 및 만찬을 통해 오이시디 회

사에 이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 이회

의 주요 참석국 수석대표와 우호를 다지고, 5.23

성 IPCC 의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한-덴마크

(목)에는 오이시디 및 유네스코에 근무하는 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미나”라는 주제아래 ▲순

국인 직원들을 격려하는 리셉션도 개최할 예정

환경제/물,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및 도시,

이다.

▲청정 에너지에서 한-덴마크 양국 전문가와
기업인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4. 또한, 강 장관은 이번 각료이사회 계기에 일본,

◦ 덴마크 메리 왕세자비는 환영사를 통해 2015

페루와 외교장관회의 및 제3차 한-불 외교장관

년 합의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기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덴마
크 녹색성장동맹은 양국간 특별한 유대관계
(unique bond)의 상징이자, 글로벌 의제 대응

제5차 그린라운드테이블 개최 (2019-05-21)

을 위한 모범적인 협력 사례로 국제사회에 전
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쉍 외교부는 5.21(화) 14:30-18:10 서울 신라호텔

◦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개회사에서 지속가능발

에서 ｢제5차 그린라운드테이블(Green Round

전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

Table) : 한-덴마크 지속가능발전 세미나｣를 주

여하는 포용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덴마크

한덴마크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순환경제포럼(2018.9월), 한-덴마크 녹색성장

※ 그린라운드테이블은 정부･국제기구･학계･기

동맹회의(2018.11월) 등 양국의 환경분야 협

업 등 네트워크 형성, 협업 및 시너지 창출

력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양자협력을 기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외교부 주도

으로 국제사회에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

로 출범한 포럼으로 현재까지 4회 개최
◦ 덴마크 왕세자 내외의 공식 방한 계기 개최되

◦ 이회성 IPCC 의장은 축사에서 기후변화 대응
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직결되는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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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전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각

Challenges)’을 주제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국의 정책과 예산 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및

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의 요소를 반영해야할 것

회에 참석하였다.

이라 언급하였다.
◦ 유연철 기후변화대사는 폐회사에서 이번 그
린라운드테이블의 주요 의제들이 한-덴마크
양국이 주도적으로 참여중인 P4G* 이니셔티
브의 민관협력 분야와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

※ OECD 각료이사회
- 36개 회원국 각료가 참석하는 OECD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서 연 1회 개최
- 금년 회의 의장단 : (의장국) 슬로바키아,
(부의장국) 우리나라 및 캐나다

하고, 녹색성장 동맹을 기반으로 한 양자협력

- 주요 의제 : △디지털 변환의 잠재력 활용

이 P4G 정상회의를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을 위한 정부 역할과 국제협력의 중요성,

것이라고 하였다.

△디지털 시대 다양한 행위자의 권한 강화

* 녹색성장과 글로벌의제 2030을 위한 연대

측면에서 직업, 기술, 교육의 역할, △지속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가능성과 삶의 질(wellbeing)을 위한 디지

Goals 2030)

털 약속의 실현, △디지털 무역의 혜택 향
유 및 다양화 등

쉍 한-덴마크 양국이 공동주최한 제5차 그린라운

◦ 한국은 금년 각료이사회의 부의장직을 수임

드테이블은 정부, 기관 기업, NGO, 학계 등 다

하여 OECD의 회의와 작업에서 많은 기여를

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가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능발전목표라는 글로벌 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고하였다.

양자협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민

※ 한국은 그 동안 각료이사회 2009년 1차례 의

관협력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

장직을 수임하였고, 부의장직은 4차례(1998

로 평가된다.

년, 2006년, 2015년, 2019년) 수임

◦ 외교부는 이번 그린라운드테이블의 논의 내
용들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쉍 강 장관은 5.22(수) 고위급 패널에서 세계경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관계부처와, 기업, 학

둔화와 추가적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 경제

계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제사

구조개혁 노력 및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

회의 관련 논의와 대응에도 주도적으로 참여

며, 디지털 혁신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가

할 예정이다.

능하게 만드는 핵심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강 장관은 한국의 경우 금년 재정 지출을 9.5%
확대하였고,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해 6.7조원

외교부 장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2019-05-23)

의 추경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설명
※ 5.21(화) 발표 OECD 경제 전망
- ’19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 (’18.11월)3.5%

쉍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22(수)-23(목)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이용–기회
와 도전요인(Harnessing Digital Transi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pportunit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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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월)3.3%→(’19.5월)3.2%
- 한국경제 성장률을 ’19년중 2.4%로 전망
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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쉍 또한, 강 장관은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최초로

서, 미세먼지 문제가 삶의 질에 직결되는 매우

AI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한 것을 평가하고, 우

중요한 문제이며 디지털 기술이 오염 원천의

리의 5G 등 초고속인터넷 지원 정책을 설명함

발견, 오염 물질 이동의 추적 및 국가적･지역

으로써 디지털 관련 이슈를 선도하는 국가 이

적･국제적 문제 해결 노력에 기여할 수 있을

미지를 제고하였다.

것이라는 의견 표명

◦ 강 장관은 인간중심의 기술 활용, 데이터의 자

* 국내적･초국경적 대기･해양･토양 오염에 관

유로운 이용에 있어서의 균형 추구, 기술분야

한 데이터 공유 관련 국제협력 강화 촉구

국제협력 등을 5G 분야 도전과제로 제시

(We encourage the OECD to further interna-

* OECD는 민원기 과기부 2차관이 의장으로

tional cooperation on sharing data of domestic

참여한 OECD AI 전문가그룹 및 디지털경

or transboundary air, water and soil pollution.)

제정책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마련하는 등의

※ 금번 각료이사회에서는 각료성명과 의장성

우리의 활발한 활동을 높이 평가
※ AI 권고안 주요내용

명을 각각 마련함.
- 각료성명 협의 과정에서 미국과 EU 국가를

- (일반원칙)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개

중심으로 기후변화(“파리협정”이라는 문구

발 및 웰빙, △인간 중심의 가치 및 공정성,

포함 여부) 및 무역 관련(다자통상시스템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견고성, 보안

및 규범에 기초한 국제무역질서 등 문구)

및 안전, △책임성

의견차로 인해, 각료성명은 OECD가 채택

- (국가정책･국제협력) △AI 연구･개발에 투

한 다수의 권고안 등 사실적 기술만 포함하

자, △AI 디지털 생태계 조성, △AI 정책

는 간단한 문서로 작성하고, 분야별 상세

환경조성, △인적역량 구축 및 노동시장 변
혁 대비, △AI 국제협력

내용은 의장성명으로 마련
- 참고로, 2018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도
기후변화 및 무역 관련 분야 이견으로 각료

쉍 강경화 장관은 5.23(목) ‘지속가능성과 삶의

성명 채택이 무산되고 의장성명만 발표

질(wellbeing)을 위한 디지털 약속의 실현’을
주제로 개최된 회의를 주재하여 디지털 변혁
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긴요하며 디
지털 변혁의 기회와 도전을 맞아 디지털 격차
의 해소 및 관련 규범 정립이 중요함을 강조하
였다.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제75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총회 참석 (2019-05-24)
쉍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태국 방콕에서 개최

쉍 한편,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로 각료성명과 의
장성명이 발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오염물질

되는 제75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
회(UN ESCAP)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데이터 공유에 있어 국

※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제협력 증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의장성명에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

포함토록 하여 향후 OECD내 관련 작업을 활

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유엔 경제

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이사회(ECOSOC)산하 5개 지역위원회

◦ 강 장관은 디지털 기술의 유용성을 설명하면

중 하나로 1947년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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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
※ 제75차 총회 개요
- 일시 : 2019.5.27 ~ 31 (각료급 27-28, 고위
급 29-31)

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결집하기 위해, 노
르웨이, 유엔인도지원조정실(OCHA), 유엔인
구기금(UNFPA),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이 공동 주최

- 주제 : 사람들의 권리증진 및 포용성과 평

* 성기반 폭력(SGBV)이란 강간, 성노예, 인신

등 확보(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매매, 강제결혼, 가정 내 성폭력 등을 통칭

inclusiveness and equality)
◦ 이번 총회에서는 UN ESCAP에서 추진중인

쉍 강 조정관은 분쟁 상황 하에서의 성기반 폭력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

은 여성, 아동, 청소년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이

제”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아울러 올해 주제

주 피해대상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절실함을

인 “사람들의 권리증진 및 포용성과 평등 확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성기반 폭력 대응을 위

보”를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 제공해온 인도적 지원 내역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

쉍 이 차관은 총회 계기 연설을 통해 아태 지역내

획임을 발표할 예정이다.

존재하는 불평등의 극복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 특히, 강 조정관은 2018년 우리 정부가 출범

우리가 국내적으로 추진 중인 포용국가전략과,

시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아태 지역협력 차원에서 추진중인 신남방정책

소개하고, 그 일환으로 오는 7. 2.-3 서울에서

을 소개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아시아 번영의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홍보하면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예정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다.

◦ 아울러, 이 차관은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사무
총장을 면담하여, 한-ESCAP 전략적 협력 방
안과 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쉍 또한, 강 조정관은 이번 오슬로 방문 계기 마
리안느 하겐 (Marianne Hagen) 노르웨이 외교
부 차관을 면담하고,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
이하는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 및 국제무대에

다자외교조정관,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의
성기반 폭력(SGBV) 종식을 위한
오슬로회의 참석 (2019-05-24)
쉍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019. 5. 23.
(목)~24.(금)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되는 ｢인

서의 협력 방안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
을 교환할 예정이다.

｢제르보｣ CTBTO 사무총장 방한
(2019-05-28)

도적 위기상황 하에서의 성기반 폭력(SGBV) 종
식을 위한 국제회의(Ending Sexual and Gender-

쉍 ｢라시나 제르보(Lassina Zerbo)｣ 포괄적핵실험

Based Violence (SGBV) in Humanitarian Crises)*｣

금지조약기구(CTBTO: Comprehensive Nuclear

에 우리 정부대표로 참석한다.

Test Ban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이 우

◦ 이 회의는 인도적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리나라 학생들과 함께하는 CTBTO-청년 대화

약 1/5가량이 당하고 있는 성기반 폭력* 근절

참석을 위해 2019.5.29.(수)-5.31.(금)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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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문한다.

최하였다.
※ SDGs 시민넷은 국내외 SDGs 달성을 위한

쉍 금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2019년도 CTBTO 준
비위원회 의장(의장 : 신동익 주오스트리아대

정책운동과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2017
년 4월 발족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모임

사)을 수임한 것을 계기로, 해당 조약을 포함
한 군축･비확산 분야 국제 논의에 대한 우리

쉍 이번 포럼은‘SDGs, 불평등을 넘어 공정한 세

청년의 관심 및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

상’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정부, 시민사회,

으며, 국내외 전문가와 우리 청년들이 국제 평

학계, 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SDGs 관련 국

화･안보 분야에서 청년의 역할에 대해 토의하

제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이행현황을 점검하

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CTBTO – 청년 대화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5.31.(금) 09:00-12:40,
연세대 용재홀
- 주최 및 후원 :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
(CTBTO),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IGEE)
공동주최 / 외교부 후원
- 주요 참석자 : 국내･외 전문가 및 우리나라

※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국
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경제･
사회･환경 분야 17가지 목표로 2015년 9월
국제연합(UN)에서 채택
- ①빈곤퇴치 ②기아종식과 농업 ③보건 ④
교육 ⑤양성평등 ⑥물과 위생 ⑦에너지 ⑧
경제성장 ⑨ 산업화 ⑩불평등 완화 ⑪지속

학생 200여명 참석 예상

가능도시 ⑫지속가능소비생산 ⑬기후변

(발제자로는 Heinz Fischer 前 오스트리아

화 ⑭대양･바다･해양자원 ⑮생물다양성･

대통령, 반기문 前 UN 사무총장, 김원수 前

생태계 ⑯평화･제도 ⑰이행수단･글로벌

UN 고위군축대표, 신동익 2019 CTBTO

파트너십

PrepCom 의장, 임만성 KAIST 교수 등 참여)
쉍 개회식은 외교부 강정식 다자외교조정관의 개
쉍 또한 ｢제르보｣ CTBTO 사무총장은 △외교부

회사(이경아 개발협력국 심의관 대독), 박석범

장관 예방, △국방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의 환영

-CTBTO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핵정책학회

사에 이어 송옥주 국회의원의 축사로 진행되

주관으로 개최되는 세미나 참석하여 우리 학

었다.

계인사와 북핵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강정식 다자외교조정관은 2015년 SDGs 채택
이후 극심한 빈곤 퇴치, 영유아 사망률 감소
등에서 성과가 있었으나, 취약계층 참여, 탄소
배출 저감, 성평등 등은 이행이 더디다고 하면

제1회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포럼
개최 (2019-05-30)

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파트너십, 정부와 민간,
사회 다양한 계층의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쉍 외교부는 2019.5.30.(목) 13:30~18:00 서울 여

◦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회 열린 SDGs포럼｣을

은 기업에 있어 SDGs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시민넷’과 함께 개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목

www.mofa.go.kr

185

| 외교부 소식 모음 |

표일 뿐 아니라 기회라면서 기업들이 지속가

을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준비한 자리로 평가

능성을 보다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되며, SDGs 이행에 있어 정부와 민간 공동의

◦ 송옥주 국회의원은 SDGs의 국내 이행체계를

노력과 협력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힘
을 모으겠다고 하였다.

었다.
※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국제연합(UN) 총회가 매년 SDGs의

쉍 한편, 유엔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로 올해

위한 독립과학자그룹 위원인 김은미 이화여대

주제는 ‘사람들의 권리 증진과 포용성 및 평

교수는 ｢공평한 사회를 위한 SDGs의 역할과

등 확보(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을 주제로 기조

inclusiveness and equality)’

발제를 하였다.
※ 유엔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는 전 세계
에서 선정한 15인의 독립과학자그룹(Independent Group of Scientists)이 작성하여 4년
주기로 유엔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며 올해 9
월 발간 예정

제75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 ESCAP) 총회 결과/ 아태지역
차원의 대기오염 공동대응 결의안 채택 (2019-05-31)
쉍 제75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유

쉍 아울러, 전체회의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통계

엔에스캅 UN ESCAP) 총회가 “사람들의 권리

청, SDGs시민넷, 한국노총, 유엔글로벌콤팩트

증진 및 포용성과 평등 확보”를 주제로 5.27~

한국협회 관계자가 모여 국내외 교육, 경제 및

31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노동,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불평등 완화를 위
한 노력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주제별 토론은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
의 확장(SDG8, 10), △한국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불평등 완화
방안(SDG7, 10, 13, 17), △주체적인 시민사

※ 제75차 총회 개요
- 주제 : 사람들의 권리증진 및 포용성과 평등
확보(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ality)
- 참석 : 53개 회원국 및 9개 준회원국(우리나
라는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참석)

회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SDG 4, 16)을 중심
으로 진행되었다.

쉍 각료급 회의시 유엔에스캅 회원국들은 아태지
역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용성 증진

쉍 이번 포럼에서는 올해 7월(각료급) 및 9월(정

을 위한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하고 각국의 모범

상급)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

사례 공유 등 역내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

고위급정치포럼을 앞두고 중점 점검 목표인

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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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SDG4), 경제성장(SDG8), 불평등 완화

◦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아태지역의 불평등

(SDG10), 평화･제도(SDG16), 이행수단･글로

극복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포용

벌파트너십(SDG17)에 대한 우리의 이행현황

국가 전략과 신남방정책을 소개하고,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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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
하였다.

협력 경험 공유를 촉구
-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하
고 환경적으로 건전한(environmentally sound)

쉍 특히 금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발의한 ｢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 강화, △자발적

기오염 대응을 위한 아태지역 협력 강화｣ 결의

으로 그리고 상호 합의 하에 환경적으로 건

안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되어 미세먼지를

전한 기술 이전 협력 강화 등을 주문

포함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아태지역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
었다.
- 2018.10월에 출범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쉽
(NEACAP)*의 금년내 본격 가동을 위한 기

쉍 한편, 금번 총회 계기에 유엔에스캅 산하지역
기구인 아･태 통계위원회(UN SIAP)에 입후보
한 우리나라는 5연임에 성공하였다.
◦ 우리나라는 UN SIAP의 집행이사국으로서 아

반도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태지역의 통계역량 강화 사업에 보다 적극적

* 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 : 한,

으로 참여하면서 아태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목

일, 중, 러, 몽, 북한 등 6개국이 참여하는

표(SDGs) 달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역내 대기오염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체로
서, ▲대기오염 관련 정보 파악, ▲공동 연구

쉍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금번 총회 계기에 알

활동 수임, ▲관련 정책 제언 및 과학 기반

리샤바나(Alisjahbana) 유엔에스캅 사무총장

정책 협의 등을 주(主) 활동 목표로 설정

과 양자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와 유엔에스캅

※ 결의안 주요 내용
- UN ESCAP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게 △대
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내정책과 조치 강화,

간 전략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한국인의
사무국 진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기오염 대응 관련 지역 및 소지역 단위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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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 소통
❚ 기간 : 2019. 3. 1. ~ 2019. 5. 31. ❚

-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정책 > 조약･국제법 > 국제법 소통] 게시판 참조
O ARF 해양문제 대응을 위한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법 이행 관련 워크숍 참석 결과
(2019-03-18)
O 제25차 국제해저기구(ISA) 이사회(2019년 1차) 개최 결과 (2019-03-26)
O [공지] 제4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 (4.17(수)) (2019-04-04)
O 제4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 개최 결과 (2019-04-19)
O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 관련 제2차 정부간회
의(3.25-4.5) (2019-04-22)
O 제58차 유엔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 법률소위 결과 (2019-04-24)
O 新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 제1차 회의 결과 (2019-05-14)
O [공지] 제5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 (5.30(화)) (2019-05-22)
O 국제해사기구(IMO) 제7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개최 결과 (2019-05-30)
O 제5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 개최 결과 (2019-05-31)

ARF 해양문제 대응을 위한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법 이행 관련 워크숍 참석 결과
(2019-03-18)
외교부는 지난 2019년 2월 26일(화)-27일(수)간
베트남 나뜨랑에서 개최된 ‘ARF(ASEAN Regional
Forum) 해양문제 대응을 위한 유엔해양법협약
(UNCLOS) 및 국제법 이행 관련 워크숍’에 참석
하였습니다. 베트남과 호주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는 ARF 회원국의 해양법 관련 정부
실무자 및 학자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적 노력과
함께 지역적･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전반
적으로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지만 세부 의제별로
는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반면 주권 관련 사항에서는 의견차를 쉽사리 좁히
지 못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과 관
련하여 수차례 자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
였습니다. 한편 호주는 지난2월 말레이시아와 쿠
알라룸프르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공동
개최한데 이어 ARF도 베트남과 공동개최하면서
해양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법 이행 및 지역 협력
논의에서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역내 전통 해양안보 도전 요인: 최근 동향, 지
도규칙 및 해양의 지속가능하고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의 필요성
참가자들은 해적행위, 해상테러, 마약, 무기 등

해양오염, 불법어업,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파

의 밀수, 불법이민, IUU 어업 대응 현황 등을 소개

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대를 형성한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발효 이래 현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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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원국과 8개 국제 선박 협회의 협력을 통해

이 물에 잠기게 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섬이 아니

해적 퇴치에 기여하고 있는 아시아 해적 퇴치 협

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정 (ReCAAP)의 활동이 소개되었습니다. 동 협정

나아가 일부 국가들은 일본과 같이 인공섬을 건설

은 정보공유센터 운영을 통해 무장강도 건수 역대

한 뒤 법적으로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하

최저치(전년도 대비 25%감소) 기록에 기여하였습

였습니다. 또한 법적 안정성과 연안국과 제3국의

니다. 아울러 남중국해 분쟁 해결 등을 위한 국가

권리간의 적절한 균형을 위해서 현재의 통상기선

간 협력, 해양법 이행 현황 및 도전 그리고 한계

을 고정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극복 방안, ReCAAP 정보공유체계의 구성, 해양

이에 관하여 일본 참가자는 베트남 참가자가 언

경계획정 문제를 제외한 해양협력의 가능성 등에

급한 오키노도리시마는 국제법상 섬의 지위를 갖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는다고 반발하였으며 미국 참가자는 현행 통상기

2. UNCLOS와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전과 관련된 새로운 사안들
1) 해양 환경 문제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미치는 영향

참가자들은 매년 5백만-1천3백만 톤의 플라스
틱 해양 투기가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한 용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였습니다. 해양 플라스
틱 폐기물 문제를 위해 ASEAN 차원에서 우산 협
약 체결,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적극적 조치의 필
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2) 해양생물자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사
안들

참가자들은 지속가능한 해양생물자원 이용을
위해서는 IUU 어업 근절이 결정적이며 이를 위해
서는 여러 국가들과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국과 태국 참석자는 자국의 IUU
어업근절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과 성과를 구체적
으로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3. 기후변화와 해양법: 영향과 해결방안
1)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변화의 결과, 지도규칙과
법적공백

UNCLOS상 섬의 정의에 대해 참가자들간 열띤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베트남 참가자는 기후 변화

선 고정은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언
급하였습니다. 한편 호주 참가자는 통상기선을 고
정시키기 위한 관련 국가들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UNCLOS 제121조에 따르면 섬이란 다음 4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형을 의미합니
다. ①동서남북 네 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
여 있으며, ②항상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
로 노출된 부분이 있는, ③자연적으로 형성
된, ④육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밀물일 때
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에만 수면 위로 드러
나는 간조노출지의 경우 제13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섬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합
니다. 마찬가지로 인위적 노력이 투입된, 자
연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인공섬 역시 섬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2) 기후변화 영향 대응

각종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남중
국해에 광범위하게 있는 수중온도 변화에 민감한
산호초 보호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
니다. 또한 영토분쟁 중인 남중국해에 보호구역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미 아세안 국가
들간 시행중인 다양한 행동계획(Action Plan)이
소개되었습니다.

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원래는 섬이 었던 지형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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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 협력과 지역협력: 계획과 향후 발전 방안

(polymetallic, sulphides) 망간각(Cobalt-rich
Ferromanganese Crusts) 등 3가지 심해저 자원

UN ILC 위원은 UN헌장 제1.3조, 유엔결의 2625

에 대한 탐색(prospecting)･탐사(exploration),

(15), UNCLOS 제123조 등을 언급하며 국가간 협

개발(exploitation) 활동에 관한 규칙 등) 및

력의무의 중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또한 해양환

절차의 채택(현재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경 보호, 해양과학조사, 항행 안전과 소통, 수색･

(exploitation code) 제정 중), 등록선행투자

구조,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지역협력에 관한

가의 의무이행 감독, 탐사사업계획서 및 개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을 소개하며 향후 ASEAN

발사업계획서의 심사･승인, 심해저 활동의 감

에서 규칙에 기반한 메커니즘을 통해 해양질서 확

시･감독 등을 이행

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각국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이번 1차 회의에서는 2014년부터 개발되기 시작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역

한 심해저 광물자원 생산 관리를 위한 규칙 초안

및 국가간 협력 뿐만 아니라 민간 영향과의 협력

(Draft Regulations on the Exploitation of Mineral

(PPP) 그리고 UNCLOS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

Resources in the Area)의 수정안 검토가 최우선적

였습니다.

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초안의 내

상세 프로그램은 본 게시물에 별도로 첨부합니다.

용 중 주로 △지역환경관리계획, △사찰이행, △
환경계획의 독립적 평가검토, △이사회에 의한 기
능 위임, △재정모델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제25차 국제해저기구(ISA) 이사회(2019년
1차) 개최 결과 (2019-03-26)

또한, 작년 폴란드측이 제기한 심해저기업(Enterprise)과의 합작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올 7월
총회 이전까지 마련하기 위해 지정한 특별대표

제25차 국제해저기구(ISA: International Seabed

(Special Representative)의 권한 범위, 활동 재원

Authority) 이사회(Council)가 지난 2월 25일부터

마련 방안 등을 결정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었습

3월1일까지 자메이카 킹스턴에 위치한 ISA 본부

니다.

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와 기타 관련 문서는 ISA 홈페이
지(www.isa.org.j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제해저기구(ISA)는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
저･해상 및 그 하층토에 부존하는 광물자원
을 관리할 목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56
조에 따라 1994년 11월 자메이카 킹스턴에

[공지] 제4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
(4.17(수)) (2019-04-04)

설립, 총회(해양법협약 당사국 대상), 이사회
(36개국, 4년임기), 법률･기술위원회, 재정위
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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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7일 서울에서 네 번째 국제법 타운홀
미팅이 개최됩니다.

'18.4.3 기준, 168개(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국제법 타운홀 미팅은 외교부가 국제법이라는

이며(우리 측은 '96. 1월 유엔해양법협약 비

다소 다가가기 어려울 수 있는 분야를 현안 위주

준), 심해저 활동에 관련된 각종 규칙(망간

로 소개하고 시민･학생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

단괴(polymetallic Nodules), 해저열수광상

해 개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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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은 4월 17일(수) 오후

외교부 국제법률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

3시 숭실대학교 숭덕경상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제법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여 국제법에 관심있는

국제법과 외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

학생과 시민 여러분들과의 오프라인 소통을 확대

습니다.

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외교와 국제법”을 주
제로 한 유기준 국제법률국장님의 모두발언을 시
작으로 “외교부 국제법규과 현안 소개”, “주요 경
제･통상 조약 관련 현안 소개” 후에, “외교부에서
일하기”와 “외교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라는 주
제의 미니특강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모쪼록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BBNJ)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 관련
제2차 정부간회의(3.25-4.5)
(2019-04-22)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Marine Biological Diversity in the Areas Beyond

제4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 개최 결과
(2019-04-19)

National Jurisdiction)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에 관
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마련을 위한 제2차
정부간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가 지

지난 4월 17일 숭실대 숭덕경상관에서는 제4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미팅

난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에는 동 대학 글로벌통상학과 국제통상법 수강생

정부간회의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들 포함 약 150여명의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청취

유엔에서의 BBNJ 관련 논의의 마지막 단계로서,

하면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국현 국제법규과 과장의 국제법규과 업무 현
안 소개에 이어, 주요 경제 통상 조약 관련 국제법
률국 현안 소개가 있었고, 외교부 새내기 사무관
의 외교부에서 일하기 경험 공유 및 외교부 국제
기구인사센터 담당자의 외교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로부터 국
제기구 및 외교부 입부 경로, 외교부 근무 관련 궁
금한 점, 국제경제분쟁에서의 외교부 역할 등에 대
한 질문이 쏟아졌으며, 시간관계상 더 많은 질문
을 받지 못해 아쉬운 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번 미팅의 영상은 이곳(https://www.facebook.com/
watch/?v=296623844559417)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작년 하반기의 1차 정부간회의와 금번 2차 정부간
회의에 이어 2020년까지 두 차례의 회의가 더 개
최될 예정입니다. 2017년 제72차 유엔 총회 결의
(72/249)에 따라, 정부간회의에서는 새로운 국제
문서에 포함될 구성요소들에 대한 숙고와 이를 구
체화하는 문안 협의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 그간 2004년 유엔총회 결의로 설치된 작업반
(working group)회의가 2006-2015년간 9차례,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가 20162017년간 4차례 개최됨.
- 준비위원회에서는 네 가지 주요 이슈(△이
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
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를 논의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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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회의에서는 기조 발언 등 본회의(plenary)
및 네 가지 주요 이슈와 교차이슈(cross-cutting
issue)에 관한 비공식 실무협의(informal working

내용을 포함시키기 보다는 추후에 상세내용을 발
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지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예상되는 영향이 사소하거나

group)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일시적인 때에는 간소화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질

는 기조연설을 통해 주요 문제 논의에 있어서 컨

적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가 예상될 때에

센서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간의 논의에 기초

는 포괄적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

하여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 자세로 컨센서스에 이

안하였습니다.

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금번 정부간회의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
와 같습니다.

(역량강화 및 해양과학기술 이전) ▵목적, ▵유
형 및 방식, ▵기구 신설 문제, ▵클리어링하우스
메커니즘, ▵재정 메커니즘, ▵모니터링과 검토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이익

우리나라는 역량강화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의

의 정의, ▵이익공유의 목적과 방식, ▵지적재산권

유형은 공여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기

문제, ▵새로운 국제문서가 적용될 물적･시간적 적

본적으로 비금전적인 형태의 역량강화와 해양과

용범위, ▵접근, ▵새로운 국제문서와 유엔해양법

학기술 이전을 지지한다고 하였습니다.

협약의 관계, ▵모니터링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
어졌습니다.

(교차이슈) ▵기구(의사결정기구/과학기술기구
등 보조기구/사무국), ▵클리어링하우스 메커니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해양과학조사를 보장해

즘, ▵검토, ▵용어 정의, ▵기존 문서, 체제, 기구

야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비금전적 이익만을 자

등과의 관계, ▵일반원칙 및 접근법 등에 관한 논

발적으로 공유해야 하며, 해양유전자원의 정의는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좁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 ▵
구역기반관리수단의 목적, ▵구역확인 기준 및 지

우리나라는 네 가지 주요 이슈의 실질적인 내용
에 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교차이슈에 대한 논의
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정 주체, ▵구역기반관리수단 지정 절차, ▵다른

향후 제3차 정부간회의는 금년 8월 19일부터

문서와의 관계, ▵연안국의 권리, ▵모니터링 및

30일까지 개최되며, 제4차 정부간회의는 2020년

검토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상반기(날짜 미정)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됩니

우리나라는 구역기반관리수단의 제안 주체를

다. 제3차 정부간회의에서는 협정 초안으로 발전

‘지역수산기구에 속해있어 해당 구역에 직접적인

시킬 수 있는 형태와 내용의 문서에 기반하여 논

이해를 가지는 당사국’에 한정하여 좁게 규정해야

의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한다고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의무의 근거,
▵발동요건과 기준, ▵행위 목록, ▵누적영향에
대한 평가, ▵환경영향평가 절차, ▵보고서에 포
함될 사항, ▵모니터링, 보고 및 검토, ▵전략환경
평가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58차 유엔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
(COPUOS) 법률소위 결과
(2019-04-24)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의 주체는 국가임을

제58차 유엔 외기권 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

강조하고, 새로운 문서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상세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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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위원회(Legal Subcommittee)가 지난 4월 1

탐사 활동과의 관계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일부터 12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

금번 회의 주요 의제로는 △외기권의 정의 및

었습니다. 금년 회의에는 COPUOS 회원국(92개

경계획정, △지구정지궤도의 성격 및 활용, △5개

국, 2019년 4월 기준) 대표 및 옵저버 대표가 참석

유엔 외기권 조약의 현황 및 적용, △외기권의 평

하여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 장기지속가능성

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 △우주법 역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

량 강화, △국제기구 및 NGO의 우주법 관련 활동,

습니다.

△외기권에서의 핵동력원 사용에 관한 원칙 검토,

우리나라의 수석대표인 신동익 주오스트리아

△우주잔해물 경감조치 관련 법적 메커니즘, △외

대한민국대사관 겸 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는

기권 관련 비구속적 유엔 문서, △우주운항관리의

기조발언을 통해 다양한 행위자들의 우주 활동 증

법적 측면 검토, △소형위성 활동에 대한 국제법

가와 우주 관련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현실에서

적용 검토, △우주자원의 탐사･채집･활용의 향후

COPUOS 관련 논의 및 활동의 중요성을 평가하

법적 모델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고, 지난해 채택된 UNISPACE+50 결의안을 지지

이 회의 결과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유엔외기권

하는 한편, 우주의 장기지속가능성과 우주활동의

사무소(UNOOS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

투명성 및 신뢰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니다.

관련 우주 활동들을 소개하였습니다.

新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 제1차
회의 결과 (2019-05-14)
新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제1차
회의가 2019.4.29.(월)~5.3.(금) 간 뉴욕 유엔 본부
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회의에는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을
단장으로, 외교부,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
원, 동북아역사재단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 참석
한편, 일명 ‘달조약’(Agreement Governing the

하였습니다.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의 채택 40주년을 맞는 금년 회의에서는

※ 금번 회의는 기존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달조약의 귀환(The Moon Agreement Revisited:

(UNCSGN)와 UNGEGN 통합 이후 개최되

the road ahead)”이라는 주제로 우주법 심포지엄

는 첫 회의로서, 기존 5년 주기로 개최되던

이 개최되었습니다. 동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UNCSGN회의가 2년 주기의 新 UNGEGN

5개 유엔 외기권 조약 중 하나인 달조약에 보다

회의로 대체

많은 국가들의 이행 중요성을 인식하며, △달조약
문안 협의의 역사, △오늘날 달조약 이행에의 도

우리 정부는 新 유엔지명전문가그룹의 전신인

전과제, △심해저 채광에 관한 법규와 우주 자원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에서 1992년 이래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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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동해 표기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으
며, 금번 회의에서도 일측의 동해 표기와 관련한

[공지] 제5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 (5.30(화))
(2019-05-22)

일방적 주장을 일축하고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설
명하였습니다.

오는 5월 30일 이번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다섯

일본 대표단은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번째 국제법 타운홀 미팅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유일한 명칭이라는 요지의 발언 실시하였습니다.

국제법 타운홀 미팅은 외교부가 국제법이라는

이에 대해 우리 대표단은 △유엔지명표준화회

다소 다가가기 어려울 수 있는 분야를 현안 위주

의(UNCSGN), 국제수로기구(IHO) 등 관련 국제

로 소개하고 시민･학생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

기구 결의가 관련국간 합의가 없을 시 모든 명칭

해 개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동안 많은 호응

을 병기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동

과 지지 덕분에 연세대, 부산대, 홍익대, 숭실대에

해”명칭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

이어 5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등을 근거로 일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동해 표기
의 정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금번 국제법 타운홀 미팅은 점심시간을 활용하
여 12시30분부터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302호

금번 회의에서는 동해 표기 문제에 관한 논의

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서울대학교 학생과 교직원

이외에도 각국의 지명 표준화 정책 및 지명 표기

외 국제법과 외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법 등에 대한 정책적･학술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

있습니다.

어졌습니다.

이번 미팅에서는 “외교와 국제법”을 주제로 한

우리 대표단은 우리나라 지명의 제정･관리 및

국제법률국 심의관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제2차

국가지명위원회 운영 실적, 해양지명표준화 편람

BBNJ 정부간회의,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

개정판 발간 등을 내용으로 한 한국의 국가보고서

회의에 대해 소개한 후에, “외교부에서 변호사로

를 발표하고, 지난 2년간 지명표준화에 대한 성과

일하기”와 “외교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라는 주

를 홍보하였습니다.

제의 미니특강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모쪼록 많은

아울러 정부는 ｢단일주권 이원의 지형물(Features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beyond a single sovereignty)｣등 지명 문제 전반
과 관련한 기술문서 6건을 제출하고 관련 주제에
대한 발표를 실시하는 등 제반 의제 논의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주성재 경희대학교 지리
학과 교수가 유엔지명전문가그룹 부의장으로 선
출되었으며, 2023년 제3차 회의까지 부의장직을
수임 예정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 제7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개최 결과
(2019-05-30)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제7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회의가 2019

※ 의장단 선출 결과: △(의장) Pierre Jalliard(프

년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영국 런던 IMO

랑스), △(부의장) 주성재(한국), Hasanuddin

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MEPC는 IMO 내 설치

Z. Abidin(인도네시아), △(보고관) Trent C.

된 위원회로서, 선박에 의한 해양 오염의 방지 및

Palmer(미국), Wendy Shaw(뉴질랜드)

규제 관련 문제를 심의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협약
의 채택 및 개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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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금번 제74차 MEPC 회의에서는 △선박의 온실

제5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 개최 결과
(2019-05-31)

가스 감축조치에 대한 국가별 영향 평가 절차를
4단계(△초기영향평가, △의견수렴, △종합영향평

지난 5월 30일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는 점심

가 필요성 검토, △종합영향평가)로 최종 확정하였

시간을 활용하여 제5차 국제법 타운홀 미팅이 개

으며, 항만-해운 간 자발적 협력 독려를 요청하는

최되었습니다. 이번 미팅에는 동 대학 법학전문대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선박이 수급 받

학원 학생들 포함 약 8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성

은 연료유 및 사용 중인 연료유에 대한 황 함유량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분석기준과 관련된 해양환경보호협약(MARPOL:

안국현 국제법규과장의 국제법률국 소개에 이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

어, 공해 생물다양성(BBNJ) 정부간회의 결과 소

tion from Ships) 개정안을 승인하고 규정의 일관

개 및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 회의 결과

된 이행을 위한 지침서를 채택하였고, △최초 또

소개가 있었고, 이후 김지연 영토해양과장의 외교

는 임시검사 때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운전 시험

부에서 변호사로 일하기에 관한 생생한 경험 공유

을 강제화하기 위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BWM

및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 담당자의 외교부의

Conventio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맞춤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

설명회가 이어졌습니다.

ments) 제 E-1규칙 개정안 초안을 승인하였습니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로부터 해

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 플라스틱

양경계 획정 전략, 가입 예정인 조약, 외교부 입부

쓰레기 문제에 관해,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후 전문성 확보, 기타 외교부 근무 관련 궁금한

쓰레기 감축을 위한 IMO Study 연구 범위를 설정

점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이 쏟아졌으며, 타운홀에

하였으며, 30개 조치 계획을 단･중･장기 계획으로

할당된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 질문을 더 받지 못

구분하여 IMO Strategic Plan을 결정하였습니다.

해 아쉬운 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외교부 국제법률국은 금년 하반기에도 국제
법 타운홀 미팅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타운홀 개최를 희망하시는 대학에서는 담당자
(jeukim17@mofa.go.kr)와의 협의 부탁드립니다.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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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국제형사법’(International Criminal
Law)과 관련한 학술 도서 및 논문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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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The Impact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on
the Governance of South Asian Countries. Interested

○ Call for Papers: Dialogues on International Law
Conference
The 3rd Conference “Dialogues on International

scholars are invited to submit one abstract of 400–
500 words, along with a CV. The deadline for submissions is 30 June 2019.

Law” will take place at Di Tella Law School (Buenos

보다 자세한 내용은

Aires) on 29 October 2019. The general theme of the

http://www.sau.int/component/content/article/2

conference will be “Change in International Law”. Di

0-faculties/fls/694-south-asia-in-the-era-of-interna

Tella Law School invites the submission of original

tional-courts-and-tribunals.html를 참고.

papers in Spanish, Portuguese and English. The
Conference seeks to bring together scholars in International Law and related disciplines, such as IR,

○ International Society for Military Law and the
Law of War Seminar

History, Economics, and Philosophy, to examine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Military Law and

contemporary issu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the Law of War (ISMLLW) will organise its XII

legal syste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arti-

Seminar for Legal Advisors of the Armed Forces

cularly Latin America. The keynote lecture will be

from 18 – 21 June 2019 in Geneva, Switzerland.

by Professor Anne Orford (Melbourne Law School),

This edition of the Seminar is co-organized with the

who will speak on: “Regional Orders and the Future

Geneva Centre for Security Policy (GCSP), with the

of International Law: The End of Geography or a

support of the Swiss Federal Department of Defence,

New Geopolitics?”

Civil Protection and Sport (DDPS), the Swiss Federal

보다 자세한 내용은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FDFA) and the

https://www.utdt.edu/ver_contenido.php?id_co

Swiss Group of the ISMLLW. The central theme of

ntenido=18298&id_item_menu=29062를 참고.

the Seminar is ‘The Law of Armed Non-State Actors
70 Years after the Geneva Conventions’. To mark

○ Call for Papers: South Asia in the Era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this celebratory year of the Geneva Conventions, the
Seminar will take place at Maison de la paix in

The Faculty of Legal Studies, South Asian University,

Geneva and visits to the ‘Palais des Nations’ and the

New Delhi (India) is organizing a two days’ inter-

Museum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national conference on ‘South Asia in the Era of

Cross will be part of the programme. The Seminar is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on 28 – 29 February

intended for military legal advisors holding the

2020. The conference theme invites engagement

ranks of captain to colonel and civilian experts with

with a range of issues broadly falling within the

comparable civilian rank. Registrations are open

following three sub-themes: (1) The Composition

until 1 May 2019.

and Competenc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보다 자세한 내용은

and the Role of South Asian Countries; (2) The

https://www.ismllw.org/xiith-seminar-for-legal-

Strategies and Advocacy before International Courts

advisors-of-the-armed-forces/를 참고.

and Tribunals and South Asian Countries; and (3)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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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ondon Conference on International Law,
3-4 October 2019 at the Barbican, London.
What is the use of international law and how do

○ Call for Papers: The Crisis of Multilateral
International Order: Causes, Dynamics and
Consequences

we engage with it? The London Conference on

The Europ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the

International Law will bring together international

Warsaw School of Economics, and the Institute of

law academics, judges, practitioners, representatives

Law Studies of the Polish Academy of Sciences

of civil society, business-leaders, and other stake-

have issued a call for papers for a conference on

holders to see how States and all other actors engage

“The crisis of multilateral international order: causes,

with international law.

dynamics and consequences,”. The conference will

보다 자세한 내용은

take place on 22 – 23 November 2019, in Warsaw

http://thelondonconference.org/를 참고.

(Poland).
보다 자세한 내용은

○ Call for Papers – Bernard and Audre Rapoport
Center for Human Rights and Justice.

https://www.inp.pan.pl/wp-content/uploads/201
9/05/CfP-Warsaw-ESIL-SGH-ILS-final.pdf를 참고.

The Bernard and Audre Rapoport Center for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invites submissions

○ Regional ILA Conference in Slovenia
The Slovene Branch of the International Law

for an interdisciplinary conference on the theme of

Association is organising the first Regional ILA

“Prison Abolition, Human Rights, and Penal Reform:

Conference in Slovenia, which will take place from

From the Local to the Global,” to be held 26 – 28

27 – 30 June 2019 in the seaside resort of Bernardin

September 2019.

located between the town of Piran and the Portorož

Human Rights and Justice at The University of

보다 자세한 내용은

Riviera on the Adriatic coast. The general theme of

https://law.utexas.edu/wp-content/uploads/sites/

the conference is “Migration / international legal

31/2019/05/CFP-2019-FINAL.pdf 를 참고.

regulation” and will thus provide a forum to address
and discuss a plethora of challenging questions

○ Chatham House Conference – ‘Our Shared
Humanity’: The Legacy of Kofi Annan

related to the issue of migration from both the public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lens in a region largely

As the UN’s 75th anniversary approaches, this

affected by the topic. The programme of the con-

conference will explore Kofi Annan’s legacy for the

ference is available here. Additionally, the conference

future of global governance, bringing together key

will include a special presentation by Benjamin Pelletier

figures involved in his initiatives with actors currently

from the European Research Council Executive

engaged in conflict prevention, humanitarian action

Agency. The deadline for Registration is 26 June

and human rights.

2019.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hathamhouse.org/event/our-share

http://www.ilaslovenia2019.com/를 참고.

d-humanity-legacy-kofi-annan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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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d Annual Human Rights and Mass Atrocity
Seminar

○ SOAS Executive Course in Public International
Law

The 2nd annual Human Rights and Mass Atrocities

SOAS University of London invites applications

Law Seminar is taking place at Griffith College in

to its Executive Course in Public International Law.

Dublin, Ireland from 19 – 21 June. The 3 day

The course runs from 9 – 13 September 2019 and is

certificate seminar will deep dive into the following

open to professionals and anyone else interested in

topics: wildlife crimes, child sex crimes, universal

public international law. Speakers include Shaheed

jurisdiction, starvation as a mass atrocity, post

Fatima QC, Sir Franklin Berman QC, Robert Volterra,

colonialism, indigenous rights and climate change,

Chanaka Wickremasinghe, Michel Massih QC, Richard

and prosecuting genocide. Sponsored by World

O’Brien, Tayab Ali, Professor Sheldon Leader,

Peace through Law Section of the WSBA and The

Martyn Day, Professor Robert McCorquodale, Dr

Common Good Foundation. Registration is now

Carla Ferstman, Lucas Bastin, Sylvia Noury, Wendy

open.

Miles QC, Professor Ratna Kapur and Dr Muin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griffith.ie/about-griffith/events/se
minar-human-rights-and-mass-atrocities를 참고.

Boase.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oas.ac.uk/law/programmes/public
-international-law/를 참고.

<국제학술아카데미>
○ Utrecht University Law School Summer
Schools on International Law

○ ELGS Summer Intensive on Comparative Law
& Global Governance
The European Law & Governance School, a

This summer, Utrecht University Law School

University operated by the EPLO, an International

offers three Summer School courses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based in Athens Greece, organizes this

law. Everyone is welcome to register for these

week-long program (22 – 26 July 2019) to discuss

Summer Schools.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the latest developments on Global and European

course will look at the role of international law in

governance covering both constitutional and institu-

responding to today’s global challenges. In the Law

tional issues, global administrative law, and issues

of the Sea course, an introduction is provided to the

of soft governance. It is designed for Master’s level

law that regulates the oceans. And in the Law and

students from all fields of social sciences as well as

Sustainability course, students will learn how issues

political scientists, civil servants, lawyers and officials

of sustainability are dealt with in the legal order a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omestic administ-

the international, national and EU levels. The three

rations who seek ways to continue their education.

courses are coordinated by Otto Spijkers.

The program takes place at the EPLO facilities in

보다 자세한 내용은

Sounion Greece, one hour away from Athens by car,

https://utrechtsummerschool.nl/를 참고.

very close to the Poseidon temple, overlooking the
Aegean Sea. Applicants should submit an updated CV
and letter of motivation in English at summerschools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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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elgs(.)eu. Applications will remain open until

titioners. The school will be taught by a multidisci-

21 June 2019.

plinary group of academics and practitioners and

보다 자세한 내용은

will focus on how international law and specifically

https://www.elgs.eu/special-programs/summer-

human rights law is essential to addressing the global

schools/를 참고.

increase in non-communicable diseases (NCDs),
including cardiovascular diseases, cancers, chronic

○ Call for Applications – Erik Castré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 Finland,
Helsinki Summer Seminar.
The Eric Castré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invites you to the 31th Summer

respiratory diseases, and diabetes. The course will
have a specific focus on unhealthy diets and the
obesity epidemic and tobacco as NCD behavioral
risk factors. The deadline for applications is 1 May
2019.

Seminar on International Law – ‘International Environ-

보다 자세한 내용은

mental Law: Process as decline’. The seminar will

https://www.rug.nl/education/summer-winter-sc

take place 26 – 30 August 2019 at the University of

hools/summer_schools_2019/health_human_rights/

Helsinki. The Summer Seminar applies a critical

를 참고.

perspective to fundamental questions such as: Can
the current preferred modus operandi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spond effectively to the massive

○ Summer School on EU Immigration and
Asylum Law and Policy

environmental and human health crises of the present

Odysseus Academic Network for Legal Studies

and future? The seminar encourages international

on Immigration and Asylum in Europe (Institut

environmental law students, scholars and professionals

d’Etudes Européennes- 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to unlearn pragmatic, instrumentalist or functionalist

is hosting the 19th edition of the Summer School on

ways of do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EU Immigration and Asylum Law and Policy in

보다 자세한 내용은

Brussels from 1 – 12 July 2019. This programme is

https://blogs.helsinki.fi/helsinkisummerseminar

designed to provide participants with a comprehensive

2019/를 참고.

understanding of EU immigration and asylum policies
from a legal perspective. Participants in the Summer

○ University of Groningen Summer School on
Health and Human Rights

School include academics, EU and Member States
officials, PhD and graduate students, representatives

This Summer School, organized by the Global

of NGO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wyers,

Health Law Groningen Research Centre, is entitled

judges. The deadline for registration is 15 May 2019.

‘Health and Human Rights: The role of law in

http://odysseus-network.eu/2019-summer-school/

addressing the chronic disease pandemic’ and it

를 참고.

will be held at the University of Groningen, The
Netherlands from 8 – 12 July 2019. The summer
school is open to participants with both a law and
medical background from the bachelor level to p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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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entre for Counter-Terrorism (ICCT –

Carlo Santulli (Paris II), Christian Tams (Glasgow),

The Hague) is happy to announce that registrations

Christina Voigt (Oslo), and Christian Walter (Munich).

are now open for the 9th edition of their Advanced

Students of international law, young academics and

Summer Programme on Terrorism, Counter-Terrorism

practitioners are warmly invited to apply. Deadline

and The Rule of Law. This Programme, which takes

for applications is 1 April (early birds) or 1 May

place at the end of August, seeks to provide a

2019.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legal aspects of

보다 자세한 내용은

counter-terrorism and to offer an in-depth look at the

https://www.macil-misu.de/en/를 참고.

challenges that come with adopting and implementing
counter-terrorism measures while ensuring respect
for human rights, fundamental freedoms and the

○ Summer Academy on the Continental Shelf
2019

rule of law. In 2019, the lectures will focus on issues

The Summer Academy on the Continental Shelf

such as prosecution of terrorism cases in practice,

(SACS) will be held from 1 – 7 September 2019

the use of secret intelligence evidence in court trials,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versity of the Faroe

legislative means to target extreme and radical speakers

Islands and the Afric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the 2019/2020 counter-terrorism challenges. This

Law. SACS 2019 will be held in Arusha, Tanzania

year we are also offering a special PhD fee and an

and will be limited to 32 attendees with particular

early bird fee (limited availability).

interest for scientific and legal aspects relating to the

보다 자세한 내용은

continental shelf. SACS welcomes participants from

https://www.asser.nl/education-events/events/?i

a broad geographical representation with various

d=3048를 참고.

professional and academic backgrounds. It will be
tutored by judges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 Munich Advanced Course in International Law
The Munich Advanced Course in International

members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Law (MACIL) is a summer school held at Ludwig

with lengthy experiences in continental shelf matters.

Maximilian University Munich (Germany) and dedi-

The deadline for submitting an application for

cated to questions of international law. Its next

admission is 1 June 2019.

session, entitled “International law without territory?

보다 자세한 내용은

– Governing spaces, resources and people beyond
the confines of state territory”, will take place in late

Continental Shelf and international practitioners

https://www.setur.fo/fo/setrid/samstarv/sacs-2019/
를 참고.

July/early August 2019. Seminars will explore the
continuing importance of the concept of territory in

<국제법 관련 강의 및 기타 안내>

various areas of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e.g.
climate change, investment law, refugee law, the
law of the sea). The MACIL faculty will include

○ Workshop on The Paths of Change in
International Law

Roland Bank (UNHCR), James Harrison (Edinburgh),

The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Develop-

Uta Kohl (Southampton), Irmgard Marboe (Vienna),

ment Studies is hosting an interdisciplinary workshop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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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Paths of Change in International Law in

by human rights obligations towards individuals

Geneva on 6 – 7 June 2019. The workshop is part of

outside the territory of its Member States when it

an ERC-funded research project on processes of

concludes trade agreements with third countries.

informal change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and

보다 자세한 내용은

asks how international law changes, how this change

https://www.asser.nl/cleer/events/upcoming-eve

is registered among participants in legal discourses,

nts/2019-11-december-joint-cleer-esil-ig-eu-as-a-

and how the pathways of change differ across issue

global-actor-workshop-eu-trade-agreements-and-t

areas and sites of international legal practice. The

he-duty-to-respect-human-rights-abroad/ 를 참조.

workshop will bring together leading and rising
scholars from different disciplines – law,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olitical sociology – to explore these
issues in a small and interactive format.

○ Call for Papers: International Investments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The International Investments in Latin America

보다 자세한 내용은

Network and the School of Policy and Government

https://paths-of-international-law.org/events/ 를

of the Universidad Nacional de San Martín, with

참고.

the support of the University of Dundee and the
Transnational Institute, are organizing a workshop on

○ Call for Papers: EU Trade Agreements and the
Duty to Respect Human Rights Abroad

International Investments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The T.M.C. Asser Institute, the Centre for the

de San Martín, Argentina. We call on scholars from

Law of EU External Relations (CLEER) and the

across social sciences to submit abstracts by 31 May

ESIL Interest Group on the EU as a Global Actor

2019. We particularly encourage submissions from

invite submissions of abstracts for a workshop on

the perspective of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EU Trade Agreements and the Duty to Respect

noting that funding might be available to support

Human Rights Abroad. The workshop will take

their participation.

on the 25 – 26 July 2019 at the Universidad Nacional

place at the Asser Institute in The Hague, on 11

보다 자세한 내용은

December 2019. In recent years, the issue of whether

https://www.eventbrite.co.uk/e/international-in

human rights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EU

vestments-and-ecological-sustainability-tickets-60

have an extraterritorial scope has gained much salience.

430905465 를 참고.

Recent developments, including the Western Sahara
litigation before the CJEU concerning the conclusion

○ University of Liverpool School of Law and

of a trade agreement extending to a territory whose

Social Justice Workshop on Co-operation with

people are denie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y

the ECHR.

an EU trading partner, attest to the increasing signi-

The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Unit of

ficance of answering questions of ‘extraterritoriality’

the University of Liverpool School of Law and

of EU human rights obligations in the context of

Social Justice is organising a two-day workshop on

trade agreements. In this light, this workshop aims

loyal co-operation with the system of the European

to explore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U is bound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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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 of reaction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and the Strasbourg system of human rights protection.

Rights (ECtHR) when its judgments trigger discontent.

보다 자세한 내용은

Judges of the ECtHR, officials of the Council of

https://www.liverpool.ac.uk/media/livacuk/law-

Europe, young as well as established academics will

and-social-justice/hero-images/Final,10th,&,11th,

discuss various aspects of interactions between states

May,ILHRU,Conference,Programme.pdf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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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국제법시청각도서관(Audiovisual Library of

 +,    - . /  

International Law)의 ｢강의시리즈｣(the Lecture Series)
는 다양한 지역, 법체계, 문화 및 특정 법 분야를 대표

• Reflections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a or

하는 학자와 실무가들의 강의를 제공하며, 거의 모

groups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implications

든 국제법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of international juridical personality (in Spanish)

강의 및 관련 자료는 강사의 개인 의견이 포함될 수

by Mr. Juan José Ruda Santolaria (Profesor de la

있으며, 유엔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의시리

Facultad de Derecho de la Pontificia Universidad

즈｣의 모든 강의는 유엔 국제법 시청각 도서관홈페이

Católica del Perú / Miembro de la Comisión de

지(http://legal.un.org/avl/intro/welcome_avl.html)

Derecho Internacional)

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2019년 3월부터 2019년 5월 사이에
새롭게 발표된 강의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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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 (
• Unilateral Acts of States (in Spanish)
by Mr. Luis Alfonso García-Corrochano Moyano
(Decano de la Facultad de Derecho y Profesor de
Derecho Internacional Público Universidad Peruana

• The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Dec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English and

de Ciencias Aplicadas / Miembro y Vicepresidente
del Comité Jurídico Interamericano)

Spanish)
by Mr. Pablo Moscoso de la Cuba (Docente,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   #

• Selecting and Removing International Judges and

 1213 & ' ( 
4   1    
 & ' (
• Extraterritorial criminal jurisdiction (in Spanish)
by Mr. Alejandro Chehtman (Profesor, Universidad

Arbitrators
by Ms Chiara Giorgetti (Professor of Law, University

Torcuato Di Tella)

of Richmond)
     ' (56
 $    % & ' (
)* 

    ' (&& 


Conceptual and historical aspects of the process

• International Trade Law and International Invest-

of codification and progressive development of

ment Law

international law in the United Nations, with particular

by Mr. Victor Saco (Profesor, Pontificia Universidad

reference to the work of the International Law

Católica del Per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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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r. Manuel Rama Montaldo (Main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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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ublic International Law, ORT University,
Uruguay)

•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by Ms Hélène Tigroudja (Professeure de droit
international Université d'Aix-Marseille / Membre
du Comité des droits de l'Ho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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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유엔의 주요 일정과 향후 지속 또는 개최 예정인 유엔의 주요
일정을 소개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유엔의 모든 일정에 대해서는 유엔 홈페이지 뺷Calendar of Conferences
and Meetings뺸 (https://conf.un.org/DGAACS/meetings.nsf)를 참고.
※ 일정표 관련 정보는 날짜 및/또는 장소와 관련하여 입법상 변경될 수 있으며 유엔사무국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Fiftieth session, New York, 1 July-16 August.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eventy-third session, Geneva, 1-19 July.
• FAO, Council, 162nd session Rome 1 July.
• Human Rights Committee, 126th session, Geneva, 1-26 July.
•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ssembly, Twenty-fifth session, Kingston, 1-26 July.
•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Fifty-fifth session, Geneva, 1-5 July.
• UNIDO, Industrial Development Board, Forty-seventh session, Vienna, 1-3 July.
•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Meeting of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Europe,
Thirteenth meeting, Lisbon, 2-5 July.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Integration segment, New York, 8 July.
•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Seventy-first session, second part, Geneva, 8 July-9 August.
• International Law Seminar, Fifty-fifth session, Geneva, 8-26 July.
•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Thirty-seventh session, Geneva, 8-10 July.
• UNCITRAL, Fifty-second session, Vienna, 8-19 July.
•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nvened under the auspic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ixth session, New York, 9-15 July.
• Organis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Executive Council, Ninety-first session, The
Hague, 9-12 July.
• UNCTAD, Intergovernmental Group of Experts on Competition Law and Policy, Eighteenth session,
Geneva, 10-12 July.
• Human Rights Council, Expert Mechanism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Twelfth session, Geneva,
15-19 July.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se of mercenaries as a means of violating human rights and
imped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 Thirty-seventh session, New York, 15-19
July.
• IMO, Council, 122nd session, London, 15-19 July.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High-level segment, including the three-day ministerial meeting of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nvened under the auspices of the Council,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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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ministerial review, New York, 16-19 July.
• Independent Audit Advisory Committee, Forty-seventh session, New York, 17-19 July.
• United Nations Appeals Tribunal, 2019 summer session, Venue to be determined, 17-28 July.
• Committee against Torture, Sixty-seventh session, Geneva, 22 July-9 August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re-sessional working group, Seventyfifth session, Geneva, 22-26 July.
•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Twenty-third session, Geneva, 22-26 July.
•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Board, Sixty-fourth session (to be confirmed), Nairobi, 22-26 July.
•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Board, Sixty-fourth session (to be confirmed), Nairobi, 22-26 July.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nagement segment, New York, 23-24 July.
• United Nations Board of Auditors, Seventy-third regular session, New York, 23-24 July.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rganizational session, New York, 25 July.
• Conference on Disarmament, Third part, Geneva, 29 July-13 September.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Twenty-fifth session, Geneva, 29 July-2
August.
• ICSC, Eighty-ninth session, Vienna, 29 July-9 August.
• Meeting of Experts to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Annual session, Geneva, 29
July-8 August.
• Investments Committee, 242nd meeting, New York, July.

2019년 8월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Ninety-ninth session, Geneva, 5-29 August.
• Committee of Experts on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Ninth session, New York, 7-9
August.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Eighty-fifth session, Geneva, 12-16
August.
•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ird session, New York, 19-30 August.
•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o the CCW on Emerging Technologies in the Area of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Fourth session, Geneva, 20-21 August.
• Annual Conference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o Amended Protocol II to the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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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Group of Experts, Geneva, 22 August.
• Conference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o Protocol V to the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Geneva, 23 August.
• Assembly of States Parties to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udget and Finance
Committee, Thirty-third session The Hague 26 August-6 September.
•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wenty-second session, Geneva, 26 August-20
September.
•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Working Group
B and informal/expert meetings, Fifty-third session, Vienna, 26 August-6 September.
• General Assembly, High-level plenary meeting of the Assembly to commemorate and promote the
International Day against Nuclear Tests, New York, 29 August.

2019년 9월
•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hirty
first session, Geneva, 2-11 September.
•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Implementation
Review Group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First part of the resumed tenth session,
Vienna, 2-3 September.
•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Ninth session, Geneva, 2-4 September.
• UNCCD,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meetings of subsidiary bodies, Fourteenth
session, New Delhi, 2-13 September.
• UNCTAD, Working Party on the Strategic Framework and the Programme Budget, Seventy-eighth session,
Geneva, 2-4 September.
• Committee on Conferences, Substantive session, New York, 3-9 September.
• Executive Board of UNDP/ UNFPA/UNOPS, Second regular session, New York, 3-6 September.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Eighty-second session, Geneva, 9-27 Septembe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Working Group on Trafficking in Persons, Ninth session, Vienna, 9-11 September.
• Human Rights Council, Forty-second session, Geneva, 9-27 September.
• IAEA, Board of Governors, Vienna, 9-13 September.
• Open-ended Working Group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First session, New York, 9-13 September.
• UN-Women, Executive Board, Second regular session, New York, 9-10 September.
• UNEP, Annual Subcommittee of the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Sixth session, Nairobi, 9-13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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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Working Group on the Smuggling of Migrants, Sixth session, Vienna, 11-13 September.
• IFAD, Executive Board, 127th session, Rome, 11-12 September.
• UNICEF, Executive Board, Second regular session, New York, 11-13 September.
•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Meeting of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Africa,
Twenty-ninth meeting Port Louis, Mauritius 16-20 September.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119th session,
Geneva, 16-20 September.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119th session,
Geneva, 16-20 September.
• IAEA, General Conference, Sixty-third session, Vienna, 16-20 September.
• General Assembly, Seventy-fourth session, New York, 17 September-December
• UNEP,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147th meeting, Nairobi, 17 September.
•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Subcommission on Illicit Drug Traffic and Related Matters in the Near and
Middle East, Fifty-fourth session (to be confirmed), Beirut or a capital in the region, 23-27 September.
•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e-sessional working group, Twelfth session,
Geneva, 23-27 September.
• General Assembly, High-level meeting on universal health coverage, New York, 23 September.
• IAEA, Board of Governors, Vienna, 23 September.
• UNCITRAL, Working Group II (Arbitration and Conciliation/Dispute Settlement), Seventieth session (to
be confirmed), Vienna, 23-27 September.
• General Assembly, General debate, Seventy-fourth session, New York, 24-30 September.
•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nvened under the auspices of the General
Assembly, New York, 24-25 September.
• ICAO, Assembly, Fortieth session, Montreal, 24 September-4 October
• General Assembly, Commemoration of the International Day for the Tot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New York, 26 September.
• General Assembly, Seventh High-level Dialogu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New York, 26 September.
• Follow-up to and implementation of the SIDS Accelerated Modalities of Action (SAMOA) Pathway and the
Mauritius Strategy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High-level meeting to review progress made in addressing
the priorities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Samoa Pathway, New
York, 27 September.
•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ixty-sixth session, Geneva, 30 September-18
October
•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Seventeenth session, Geneva, 30 September-11 October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pre-sessional working group, Eighty-fourth session, Genev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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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4 October
• WIPO, Assemblies of Member States, 59th series of meetings, Geneva, 30 September-9 October
• Advisory Committee on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Questions, Fall session, New York, September/
December
• Conference on Facilitat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Eleventh
session, Vienna,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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